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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 이라는   “ ”
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흔히 오인되는 바와 같이 그가 비극적 . 

사태 이후의 예술 일반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아도르노의 . 

미학에서 예술은 동시대 사회가 맞닥뜨린 비인간성에 대한 유일한 돌

파구로서 다루어진다 그렇다면 아도르노가 비판하는 예술은 무엇이. 

며 반대로 그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예술은 어떤 것인가, ?

예술에 관한 아도르노의 이론은 통상 자율적 예술론 으로 불릴 만  ‘ ’
큼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각 예술작품은 고유한 내. 

적 형식을 통해 사회의 여타 사물들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과의 동일‘
성 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구별이 바로 예술의 자율성이 의미하는 ’ . 

바인데 자율성을 통해서만 예술 작품은 과학이나 도덕이 제공할 수 , 

없는 고통의 경험 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 ’ . 

어 고통 이란 모든 개체에게 요구되는 동일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 ’
비동일자가 그러한 차이로 인해 배제되거나 억압되는 상황 예컨대 , 

쇼아 혹은 홀로코스트 와 같은 현상을 가리킨다( ) . 

아도르노가 말하는 자율적 예술은 규정적 부정 가상 표현  ‘ ’, ‘ ’, ‘ ’, 
절대적 상품 등의 핵심 개념들의 성좌를 통해 이해 가능하다 그에 ‘ ’ . 

따르면 자율적 예술 작품은 어떤 다른 사물의 이름으로도 칭할 수 없

음에도 내적 형식을 통해 일종의 단일체로서 형성되며 가상 동시(‘ ’), 
에 모순적이거나 파편적인 요소들을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다 표(‘
현 이때 작품은 무엇에도 쓸모가 없기를 태생적으로 자처함으로써 ’). 
무력한 존재를 통해 도리어 상품 사회에 대해 반문할 수 있게 된다

절대적 상품 예술은 언제나 당시의 사회로부터 다른 것이 되기를 (‘ ’).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에 대한 규정적 부정 의 입장을 띠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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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아도르노가 참여예술을 비판하는 근거 역시 자율성에 있다 특히   . 

앙가주망 에서 주요한 비판 대상이 되는 사르트르는 예술가 (1965)「 」

역시 예술을 통해 부정적인 시대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

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도르노가 보기에 그의 참여예술론은 예술의 , 

자율성을 손상시킨다 작품을 통해 작가의 결의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는 참여예술론의 기조 위에서라면 아도르노가 예술작품의 본질로 상

정하고 있는 형식 과 자기 동일성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격하되거‘ ’ ‘ ’ 
나 그 자취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예술작품이 어. 

떤 사회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는 작품이 스스로 무· , 

엇인가 선동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단지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바에 불과하다 예술작품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 

위한 매체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율적인 것이 아니며 작품과 , 

선언문 사이의 차이는 모호해진다.  

이 같은 아도르노의 주장에 따라 본고는 채플린의 영화와 브레히트  

의 연극을 각각 문화산업과 참여예술이라는 타율적 예술의 사례로, 

다른 한편 카프카의 소설을 자율적 예술의 사례로 논의한다 채플린. 

과 브레히트의 경우 관객의 현실 자각 과 같이 작가가 작품을 통해 ‘ ’
의도하는 바가 다름 아닌 그 의도로 인하여 성취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형식이라는 예술의 본질적 측면에서도 작품은 부족한 것으로 , 

남게 된다 반면 카프카의 경우 작품은 어떤 논리적 인과성으로도 설. 

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데 아도르노는 이러한 카프카의 작품에 문자 , ‘
그대로의 원칙 과 밀폐 원칙 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설정한다 요컨’ ‘ ’ . 

대 두 원칙은 예술작품의 자율성을 가리키며 아도르노는 이를 통해, 

서만 카프카의 작품이 가진 불가해성이 어떤 격언이나 메시지 등으로 

환원되지 않고 고통의 표현 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논한다‘ ’ . 

사회로부터 거리를 가지려는 예술의 자율성을 고수하고 예술로써   , 



- iii -

사회에 개입하고자 하는 참여예술을 비판함으로써 아도르노는 역설적

으로 자율적 예술작품의 사회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의 자율적 · . 

예술론과 참여예술 비판을 작품의 사례와 함께 검토하는 본고의 논의

를 통해 아도르노의 미학은 현재에도 계속되는 자율적 예술과 참여, 

예술에 관한 하나의 유의미한 지표로서 제시된다.

주요어 테오도르 아도르노 비동일성 자율적 예술: , , , 

참여예술 앙가주망 사르트르의 참여예술론 아우슈비츠와 예술         ( ), , 

        

학  번 : 2015-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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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  “ .”1) 이 문장은 현재 
까지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태로 간주되는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 이
후 독일 내외의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 

의 선언적 명제 이하 아우슈비츠 명제 이다 이 명제는 다음 1903~1969) ( ) . 
인용문의 작자인 아감벤 을 포함한 다수의 지식인에 의(Giorgio Agamben)
해 비판받아왔다.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이후 우리는 시를 쓸 수 없다 고 말할 뿐만 아니라 “ .”
아우슈비츠 이후의 모든 문화는 그 절박“ , 한 비판을 포함해 쓰레기에 지나지 , 
않는다 고 함으로써 아우슈비츠를 일종의 역사적 분수계로 만들고자 했다.” .2) 

아우슈비츠 명제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은 비극적 역사를 규탄하는 아우  
슈비츠 이후의 예술을 아도르노가 억누르려고 한다는 해석에 기인한다 그. 
러나 이후 아도르노는 이 명제가 다만 아우슈비츠를 둘러싼 당시의 공허
한 문화를 지적하는 하나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하며 오인된 바와 달리 자, 
신은 고통의 인식에 관한 객관적 형식으로서 예술이 존재해야 한다 는 견‘ ’
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3) 그렇다면 아도르노는 어떤 근거로 아우슈비 ‘
츠 이후의 서정시 를 비판한 것이며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고통의 인식에 ’ , ‘
관한 객관적 형식으로서의 예술 은 어떤 예술을 말하는 것인가 이 논문’ ? 
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아도르노의 자율적 예술론과 참여
예술 비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아도르노는 예술에서 단지 부수적인 요인에 불과한 사회 정치적 영향을 ·
작품의 목적으로 삼는 참여예술의 오류를 비판하면서4) 사회로부터 자율, 

1) Adorno, AK, S. 31.
2) Giorgio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역trans. Daniel Heller-Roazen, p. 80~1. ( , , 『 』
새물결 쪽 큰 따옴표 속 내용은 , 2012, 123 .); Negative Dialectics, trans. E. B. 
Ashton, Continuum, 1973, p. 367.

3) Adorno, “Metaphysik - Begriff und Probleme”, Nachgelassene Schriften, 
Bd. 14, Suhrkamp Verlag, 1995, S.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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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예술이 그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다.5) 자율적 예술이란 주술 혹은 종교에 종속된 것으로 여겨지던 과거의  
예술과 달리 과학 도덕과도 구분되어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게 된 근대 이, ·
후의 예술을 지칭하며6) 아도르노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각각이 가진 고유, 
한 형식으로 인해 사회의 여타 사물과 구별되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7) 
한편 ‘앙가주망 으로도 불리는 참여예술은 제 차 세계대전’(Engagement) 2
과 쇼아(Shoah)8)와 같은 당대의 사회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
로 하여 작품을 통해 상황의 조건들을 변화시키거나9) 근본적인 태도에 영 
향을 미치기를 의도하는10) 예술을 말한다 .11) 아도르노는 쇼아와 같은 고 
통을 양산하는 사회에서 고통이 자신의 목소리와 위로를 찾을 수 있는 “

4) 같은 책 쪽 Ibid., S. 359. ( , 373 .)
5) Adorno, EN, S. 412.
6) Jürgen Habermas, “Die Moderne ein unvollendetes Projekt”,–  Die Zeit, 

Ausgabe Nr. 39, 1980.
7)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213. ( , 227 .)『 』
8) 쇼아란 제 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학살로서 통상 홀로코 2
스트로 불린다. 육백만 명의 유대인을 비롯하여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여호와의 , , , , 
증인 공산주의자 등 우등한 아리아인 에 어긋난다고 간주되는 자들은 나치 독일에 , ‘ ’
의해 축출되고 살해당했다. 본 고에서는 무의미한 학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희롱이자 반유대주의적인 의미론의 전통을 답습하는 용어인 홀로코스트 대신 쇼아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아감벤의 연구에 따르면 홀로코스트 영문으로는 통. , (
상 대문자로 시작하는 로 표기 는 무의미한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Holocaust )
무의식적 시도에서 유래한다 이 용어는 완전히 다 타버린 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 ’
리스어 형용사 가 다시 라틴어 로 번역된 것을 학술‘holocaustos’ ‘holocaustoma’
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교부 들은 성경에 나오는 제물에 관한 교리를 번역하기 . 敎父
위해 모든 제물을 올라 하타트 셸라밈 민하 로 나누었는데 이 중 올라 는 ‘ ’, ‘ ’, ‘ ’, ‘ ’ , ‘ ’
제물을 죽여 신에게 바치는 것을 말한다 올라 는 불가타 성경 으로 와서 . ‘ ’ 『 』

번제물 로 번역되었다 이후 이 용어를 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holocaustum( )’ . (1)
하는 경우와 기독교 순교자들의 고통을 희생 제물과 동일시하는 은유로 확대 사(2)
용하는 경우가 모두 있었다 아감벤이 발견한 카르디니 의 글에서 . (Franco Cardini)

년 런던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대목은 홀로코스트라는 1189
용어를 유대인 학살과 관련시켜 사용한 첫 사례로 추정된다. Franco Cardini, ed. 
La città e il sacro 조르조 아감벤, Milan: Carzanti-Scheiwiller, 1994, p. 131( ,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역 새물결 쪽에서 재인용 조르조 , , , 2011, 45 .); 『 』
아감벤 같은 책 쪽 참고, , 40~6 . 

9)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65. ( , 379 .)『 』
10) Adorno, EN, S. 412.
11) 아도르노에 따르면 참여예술은 구체적인 개선 방법이나 법률적 행동 실용적인 제 , 
도 등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사안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은 참여예술이 아닌 경향예술로 보아야 한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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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장소가 사실상 예술 내부뿐”12)이라고 말하면서 예술이 정치적 가, 
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이 도리어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비
사회성 내지 비정치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개진한다 그의 . 
자율적 예술론에서는 정치성을 표방하는 경향예술이나 참여예술 뿐 아니
라 본격적인 자율성을 표방하는 예술을 위한 예술 역시 ‘ ’(l’art pour l’art)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아도르노는 사상적으로는 관념론적 전통에 머무르, 
고 사회적으로는 파시즘적 분위기에 매몰되어 있던 당시 독일의 상황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비판받고 지양되어야 하는 대상이 참여예술이라고 본
다.13) 반면 같은 시대를 공유하던 참여예술론자들은 예술의 자율성이 곧  
부정적 사회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간주 
한다.14) 본고에서는 아도르노가 참여예술을 비판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론과 사례를 검토하면서 그가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 어떤 현상을 우, 
려하고 문제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도르노의 자율적 예술론과 참여예술 비판은 미학이론  (『 』 Ästhetische 

Theorie 과 앙가주망, 1970) (“Engagement”, 1965)「 」 15)에 가장 잘 드러난
다 특히 앙가주망 에서 아도르노는 글 전체를 참여예술 비판에 할애하고 . 「 」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당시 독일 내외의 사회 상황과 이와 관련된 참여예, 
술론 그리고 작품 사례들을 논한다 이 글에서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 . 
는 이들로는 참여예술론자 참여예술가로서 각각 사르트르 브레히트 등이 · , 
있으며 한편 카프카와 베케트 등은 자율적 예술가의 사례로 언급된다 본, . 

12) Ibid., S. 423.
13) 예술작품은 비개념적 대상으로서의 지식이며 여기에 예술의 존엄성이 있다 작 “ , . 
품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이 주어져 있는 , 
것이다 바로 이것이 참여예술이 아닌 자율적 예술이 독일에서 더 장려되어야 하는 . 
이유이다.” Ibid., S. 428~9.

14) 선택은 사실 한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 “ . , 
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선택. . 
을 하지 않더라도 이 경우 나는 여전히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장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박정태 역 이학사 쪽, , , , 2007, 71 .『 』

15) 앙가주망 의 국역본으로는 독일어 원문을 옮긴 김주연 테오도르 아도르노 아도 ( , 「 」 『
르노의 문학이론 민음사 과 영역본을 옮긴 김효명 테오도르 아도르노 참, , 1985.) ( , 』 「
여에 관하여 (On Commitment), trans. Francis McDonagh, 」 Performing Arts 
Journal 의 것이 있으나 두 번역본 모두 그대로 , vol. 3, The MIT Press, 1978.) , 
쓰기에는 다소 오래 된 데다 이후 수정 번역된 바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독일어 원
문을 참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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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는 미학이론 을 통해 아도르노 미학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자율적 『 』
예술론을 해명하고 미학이론 의 참여예술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완을 위, 『 』
해 앙가주망 을 검토함으로써 아도르노의 참여예술 비판을 정리할 것이「 」
다 더하여 아도르노의 비판이 타당한지 살피기 위해 그가 비판한 사르트. 
르의 참여예술론 채플린과 브레히트의 참여예술의 사례 역시 논할 것이, 
다.
아도르노의 자율적 예술론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 사례  16)를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그러한 연구들의 경우 주로 관념론에 대한 비판으로, 
서 아도르노의 미학을 조명하는 데 집중해왔다 본고는 제 차 세계대전을 . 2
전후로 등장한 참여예술론의 주장이나 예술의 참여적 경향이 이후의 비극
적 사태 내지 상황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그러한 경향에 대해 아, 
도르노의 이론이 아직까지도 시의성이 있는 자율적 예술론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하에17) 아도르노의 참여예술 비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 
한다 아도르노의 참여예술 비판은 아직까지 논문의 주된 주제로서 논의된 . 
바 없으므로 본고는 이를 주목하여 고찰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며 참, 
여예술작품 사례들 역시 함께 검토함으로써 논의의 깊이를 더할 것이다. 
본고의 작업은 아도르노의 자율적 예술론과 참여예술 비판을 충분히 해명

16) 아도르노의 자율적 예술론을 주요하게 다루는 국내외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국외. : Lambert Zuidervaart, The Social Significance of ①
Autonomous Art: Adorno and Bürger,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48, The American Society for Aesthetics, 1990; James M. 
Harding, “Historical Dialectics and the Autonomy of Art in Adorno's 
Ästhetische Theori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50, 

국내 정성철 예술사회학으로The American Society for Aesthetics, 1992. : , ② 「
서의 아도르노 미학 미학 제 집 정성철 아도르노의 자연과의 화해 , 58 , 2009; , 」 『 』 「
이념 연구 서울대학교 미학과 박사학위논문 이병진 아도르노 미학에서 , , 2011; , 」 「
예술의 지시적 기능 독일어문화권연구 제 호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 10 , , 」 『 』 

이병진 문화비판적 관점에서 본 아도르노의 예술이론 뷔히너와 현대문2001; , , 「 」 『
학 제 호 한국뷔히너학회 이병탁 동일성 인식의 구성적 불완전성과 예20 , , 2003; , 』 「
술의 자율성 대동철학 제 호 대동철학회 등 그 중에서도 아도르노의 , 72 , , 2015 . 」 『 』 
예술론을 작품 사례와 함께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는 다음이 있다 윤화영 아도르. , 「
노의 미학이론과 베케트 부정사유 와 자율적 예술의 정치성 현대영미드라마: ' ' ' ' , 」 『 』 
제 호23 , 2010.

17) 예컨대 국내의 여성혐오적 범죄와 사회 경향 역시 하나의 비극적 상황으로 본다 
면 그러한 상황을 드러내는 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과 같은 작품, 82 ( , , 2016.)『 』
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바로 이러한 논의에서 본고의 제재인 예술의 ? 
자율성과 참여라는 기준이 작품의 평가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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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18) 이것이 예술작품 사례들에서 타당하게 방증되는지 검토하는 것까, 
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논의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장에서는 아  . Ⅰ

도르노의 비판적 사회 인식과 자율적 예술론을 살펴본다 아도르노는 파시. 
즘과 쇼아와 같은 반인륜적 사회 현상이 계몽에 내포된 비동일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 장에서는 비대하고 견고해진 계몽, 
이 자기보존이라는 본래의 역할로부터 벗어나 인류의 자기 파괴를 가져오
게 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또한 계몽의 왜곡된 발전이 다다른 인류의 위기. 
적 상황에서 아도르노가 견지하는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고, 
그러한 자율성이 가진 내재적 난점들을 해명함으로써 이후 참여예술 비판
의 근거가 될 아도르노의 자율적 예술론을 구성해본다 이를 통해 자율성. 
이라는 예술의 난관 이 아도르노 예술론의 논리적 맹점이 아닌 필(Aporia)
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임을 밝힐 것이다. 
뒤이어 장에서는 아도르노에게서 대표적인 참여예술론으로 비판되는   Ⅱ

사르트르의 참여예술론을 검토한 뒤 아도르노가 이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 
살펴본다 먼저 사르트르의 참여예술론이 그의 실존주의적 사유를 바탕으. 
로 예술 가 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문학( ) 『
이란 무엇인가 (』 Qu'est-ce que la littérature?, 1947 를 통해 알아볼 것)
이다 예술가 개인과 타인의 자유 를 위해서 예술 가 의 참여가 필수적으. ‘ ’ ( )
로 요청된다고 보는 사르트르의 입장19)으로부터 모든 예술 장르 중에서도 
산문만이 참여 가능하고 산문에서도 언어의 전달 기능이 작품에서 가장 , 
중시되어야 한다는 그의 참여예술론이 대두된다 이렇듯 정치성이 강조되. 

18) 아도르노의 자율적 예술론과 함께 참여예술 론 혹은 자율성의 위기에 관해 논의 ( ) 
하는 영미권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예술의 경향성을 불가피하다. ①
고 간주한 브레히트 벤야민과의 비교 연구· : G. Frederick Hunter, “Commitment 
and Autonomy in Art: Antinomies of Frankfurt Esthetic Theory”,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참여예술론자로서 사르트르와의 비교 연, vol. 30, 1985. ②
구: Geoffrey A. Baker, The Aesthetics of Clarity and Confusion: Literature 
and Engagement since Nietzsche and the Naturalist, Cham: Springer 

작품의 상품적 성격으로 인한 자율적 예술International Publishing AG, 2016. ③
의 이율배반에 관한 연구: Stewart Martin, “The absolute artwork meets the 
absolute commodity”, Radical Philosophy, vol. 146, 2007.

19) 문학이란 무엇인가 정명환 역 민음사 Sartre, WL, p. 223~4. ( , , , 2019, 364~5『 』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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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식적인 측면은 비교적 경시되는 사르트르의 참여예술론이 무엇보다 
형식을 예술작품의 본질로 간주하는 아도르노의 견지에서 어떻게 비판 되
는지 알아본다.

장에서는 장에서 살펴본 아도르노의 자율적 예술론과 참여예술   ·Ⅲ Ⅰ Ⅱ
비판을 아우슈비츠 전후의 구체적 예술작품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
다 아도르노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참여예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브레히. 
트의 서사극과 소외 효과를 논의한 후 반면 아도르노가 자율적 예술의 사, 
례로 언급하는 카프카의 산문을 검토할 것이다 본고는 참여예술의 필요. ‘
성 이 가장 활발하게 대두되는 시기는 다름 아닌 사회의 부정성이 극대화’
된 경우라는 판단하에 아도르노와 본고에서 논의되는 사상가 예술가가 속, ·
한 아우슈비츠 전후 시기의 예술에 집중하여 그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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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르. Ⅰ 노의 예술론

아도르노의 부정적 참여예술론을 논의하기 위해 당시 사회와 문화 나아  , 
가 예술에 대한 그의 비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술에 대한 그의 . 
논의는 예술 외적 영역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후기 자본주의 , 
사회를 지배하는 계몽과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당시 . 
사회 문화에 대한 아도르노의 진단은 비단 과거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시의·
성이 유지된다 년대 중반과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 1900
많은 일들이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 가능해졌으나 자본의 압도적인 힘 노, , 
동의 세분화 인간의 도구화와 같은 후기 자본주의적 특성은 시간이 흐름, 
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현대 사회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을 통해 소. 
수의 막대한 자본가들이 대다수의 나머지를 더욱더 손쉽고 철저하게 통제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1) 과학기 술의 발전이 인간소외를 심화시키는 
사회 상황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은 계몽의 변증법 에 집약적으로 드러『 』
나고 있다. 
계몽의 변증법 에서 아도르노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 를 통  『 』 『 』

해 계몽과 합리주의를 설명하고 비판한다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 
쟁 이후 고향인 이타카로 무사히 돌아가기 위하여 목숨을 위협해오는 역
경들을 헤쳐 나간다 아도르노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에서 인간의 자기보존. 
과 자기부정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계몽의 기제를 읽어낸다 계몽에 의한 . 
자기부정이 심화되면서 인류는 끝내 쇼아라는 자기 파괴적 사태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사태에 대한 비판적 반응으로서 참여예술이 등장한다 비대, . 
해진 사회 권력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하는 폭력에 대해 예술가 역시 예
술을 수단으로 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참여예술론의 논
지이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참여예술론자인 사르트르의 저서 문학이란 . 『
무엇인가 를 통해 참여예술론의 이론적 전제와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통, 』
해 아도르노가 어떤 근거와 사례들로써 참여예술론을 비판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1)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52. (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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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상황1. 

계몽의 사회 지배 1) 

계몽이란 인간이 이성을 통해 스스로에게 이로운 삶의 방법들을 취하는   
것인데 그런 계몽이 어떻게 인류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인가, ? 
계몽의 변증법 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을 자신의 『 』
통제 아래 두기 위하여 이성을 활용하기 시작한다 대상 즉 외적 자연을 . ,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남김없이 포섭하려는 공격적인 주체는 
자신 안의 자연 역시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된다 자연 지배는 결국 인간의 . 
자기 보존을 위함인데 이 과정에서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서 자기 보존의 , 
목적 자기 보존 위에 수단 내 외적 자연 지배 이 군림 하게 된다‘ ( ) ( · ) ’ .1) 다시  
말해 외적 자연에 대한 지배는 주체 자신을 파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
며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계몽과 합리주의가 절대화된다는 , 
것이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에 의하면 계몽의 맥락에서 비합리적으로 간주  , 

되는 태고적 신화에는 이미 계몽이 포함되어 있었다.2) 신화적 세계에서  
인간들이 위협적인 자연물이나 현상에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세상의 이치
를 정의했다면 계몽적 세계에서는 숫자를 경전으로 삼아, 3) 합리적 과학으 
로써 세상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신화는 계몽이 타파해야 할 대상. 
이자 이성과는 동떨어진 주술적 세계로 여겨지지만 그 자체로 이미 계몽, 
적이라는 것이다 신화는 낮의 하늘을 주관하는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 , 
돈 같은 식으로 인간에게 압도적 위력으로 마주 해오는 자연물과 자연 현
상에 신의 이름을 붙여 이를 기술하고 확정하고 설명한다, , .4) 신화 속에서  
신의 이름이건 계몽주의에서 개념이건 하나의 명칭과 그 명칭을 기반으로 , 
한 동일성 아래 인간은 즉자적인 자연을 인간을 위한 사물 로 치환한다‘ ’ .5) 

1)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73. ( , 95 .)『 』
2)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61. ( , 84 .)『 』
3)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23. ( , 27 .)『 』
4)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24. ( , 28 .)『 』
5)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25. (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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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자적인 자연은 셀 수 없이 많은 양태로 존재하는데 여기에 이름을 부여,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분류하고 파악하여 인류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때 이름이 포괄할 수 있는 대상의 속성 즉 동일한 것. , 
만이 그 이름에 연관된 것으로 남고 이름이 포괄할 수 없는 특이성 즉 , , 
동일하지 않은 것들은 무시된다 이렇게 대상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인간은 . 
자연을 예상 가능한 것 나아가 통제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동일, . 
성이 인간의 자연 지배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저자는 신화에 내재하는 계몽을 읽어내기 위해 오디세이아 를 논의  < >

의 사례로 제시한다.6) 오디세이아 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 < >
에서 공을 세운 후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려 하지만 그 여정이 순탄치 
않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수많은 역경들을 극복. 
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은 주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적 자연으로부터 스, 
스로를 지키는 일관된 자아의 확보 과정과도 같다 아도르노에 의해 계몽. 
적 시민적 인간의 전형으로 파악되고 있는 오디세우스는 위협적인 괴물과 ·
신들 앞에서 자기보존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기제를 일종의 책략으로서 
택한다. 
자기 유지가 역설적이게도 자기부정을 통해 성취 가능하다는 점은 특히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의 일화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7) 키클로 
페스라 불리는 거인족 중 하나인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갇힌 오디세우스는 
괴물의 외눈을 찌른 후 양의 배에 매달려 탈출을 시도한다 너는 누구냐. ‘ ’
는 폴리페모스의 물음에 오디세우스는 우데이스 혹은 라고 ' ( ὐ ὔ )'ο δείς ο τις
답한다 우데이스 는 오디세우스 자신을 가리키는 동시에 아무도 아님 을 . ‘ ’ ‘ ’
뜻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폴리페모스가 아무도 아닌 자 가 자신을 죽, ‘ ’
이려 했다며 다른 키클로페스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디세우스를 잡을 
수는 없었다.8) 이 일화에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아닌 것 우데이스 내지  (‘ ’ 
아무도 아님 으로 스스로를 이름 붙이면서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이를 ‘ ’) , 
통해서만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오디세우스. 
는 언어를 수단으로 삼아 살아 있는 자신의 실체를 부정하고 죽음에 미메
시스한 것이다 언어를 통해 죽음 앞에 순응하는 것 다시 말해 위기가 닥. , 

6)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49~99. ( , 65~130 .)『 』
7)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83~8. ( , 108~16 .)『 』
8)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84. ( , 1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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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올 때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미 신화적 단계에 내재
하는 계몽주의를 암시한다.9) 순수하게 신화적 존재인 폴리페모스에게서  
빠져나오려는 계몽적 인간 오디세우스는 계몽된 언어 다시 말해 기호화되, 
어 지시 대상과 단어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언어를 이용한다 아무도 . '
아님 이라는 말 즉 우데이스 가 오디세우스를 가리킬 때 지시 대상과 단' , ‘ ’
어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처럼 단어가 대상에 대해 가지는 구속력은 둘 사, 
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필연적으로 가진다 오디세우스라는 실제 인간과 . 
우데이스 사이의 차이를 통해 주체인 오디세우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 . 
그는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이 아무도 아닌 것 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는‘ ’
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체의 자기동일성이 자기부정을 통해 확보된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폴리페모스 일화가 자기부정으로써의 자기보존을 보여준다면 오디세우  , 

스와 마녀 키르케의 동침은 자기부정의 또 다른 형태인 내적 자연의 체념
에 대한 은유이다.10) 표류하던 중 키르케의 섬에 다다른 오디세우스에게  
그는 동침을 제안하고 그의 부하들에게는 약초를 권하여 그들을 돼지로 , 
만든다.11)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키르케와 함께 오디세우스의 부인 
인 페넬로페를 언급하면서 이 둘을 각각 창녀와 아내의 전형으로 제시한, 
다.12) 결혼이라는 제도는 신화 속에 자연스럽게 전제되어 있지만 이 역시 , 
도 계몽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 
한 가부장제는 부인과 부인의 정조를 제도로 묶어둠으로써 남성의 사회적 
안정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남성 역시 자신의 욕망을 부정해. 
야만 한다 가부장제는 결혼 제도를 벗어나는 쾌락을 부정한 것으로 즉 . , 
이를 창녀의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분리해냄으로써 남성 스스로 남성성을 
거세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부인이라는 외적 자연에 대한 지배는 스스로의 . 

9)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78. ( , 103 .)『 』
10)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88~94. ( , 116~24 .)『 』
11) 돼지의 피부색이 크림색을 띤다는 점 예로부터 돼지고기가 인육과 비슷한 맛이라 , 
고 전해진다는 점 킁킁거리는 모습으로써 후각이 강조된다는 점 등으로 보았을 , 
때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는 이 서사시에서 돼지가 인간의 본능적 쾌락이 형상화, ·
된 것으로 독해한다 키르케가 참기 힘든 본능적 유혹을 꾀하는 대상에는 오디세우. 
스 뿐 아니라 그의 부하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돼지에 대한 혐오 감정이나 표현은 . 
승인되지 않은 쾌락을 원하거나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문명의 태도를 반영한다. 

계몽의 변증법 쪽DA, S. 90. ( , 118-119 .) 『 』
12)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90. (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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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에 대한 거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13) 이렇듯 키르케 일화 
에서 역시 자기보존과 자기부정의 공존이 잘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자기동일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한 가지 특징은   

계몽이 모든 것을 분리한다는 점이다 계몽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개념. 
이라는 것은 대상 안에서 개념으로 포섭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분리되
도록 하고 또한 개념으로 지칭할 수 있는 대상과 아닌 것을 구분한다 예, . 
를 들면 는 학생 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를 학생으로 규정한다는 ‘A ’ A
편리함과 안정성을 확보하지만 학생이라는 범주로 포섭되지 않는 의 잔, A
여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된다 또한 는 학생 이라고 말하면서 학생이 아. ‘A ’
닌 대상들 예를 들면 등에 대해서도 학생이 아닌 자 로 선을 긋는 , B, C ‘ ’
것이다 계몽이 모든 것을 분리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포함한 모든 대상들. 
을 분리시켜 서로 편리하게 거래 교환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
간다 바다 괴물 사이렌의 일화에서 우리는 이러한 계몽의 세분화 작업을 . 
한눈에 볼 수 있다.14) 키르케에게 들은 덕에 다가올 사태를 예견하고 있 
던 오디세우스는 선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배 기둥에 단단히 묶도록 하고, 
모든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도록 한 뒤 사이렌에게로 향한다.15) 이  
일화에는 인간을 둘러싼 세 가지 차원의 분리 그리고 그에 따른 세 가지 , 
차원의 지배가 나타난다 외적 자연과 자아의 분리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 , 
분리 허용된 욕망과 금지된 욕망의 분리는 나아가 외적 자연에 대한 인간, 
의 지배 다른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 자신의 내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 , 
지배로 이어진다 오디세우스 일행이 사이렌의 꾀임에 빠져 죽지 않기 위. 
해 세운 책략이 첫 번째 지배 산업사회의 지주나 자본가를 대변하는 오디, 
세우스가 노동자들 즉 선원들에 대해 명령하는 것이 두 번째 지배 그리, , 
고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 노래가 이끄는 대로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욕망
에 대한 자아의 억압이 세 번째 지배에 각기 해당한다.
시민적 인간의 전형인 오디세우스와 마찬가지로 현대인은 자기동일성의   

확보 과정에서 삶의 안전성을 얻게 되는 한편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스스
로의 내면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스스로를 아무도 아. ‘
님 으로 인정 동시에 부정 하고 약초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며 사이렌의 ’ ( ) , , 

13)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91. ( , 120 .)『 』
14)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52. ( , 69 .)『 』
15)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51. ( , 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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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랫소리에 몸을 던지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배 기둥에 묶어버린 오디세우
스는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나아가 이미 신화의 세계에? 
서부터 시작된 계몽이 사회의 노골적 기제가 된 현대에는 어떤 일들이 자
행되는가?

인류의 자기 파괴 제 차 세계대전과 쇼아   2) 2– 

우리는 앞서 자기보존을 위한 계몽이 자기부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계몽의 자기부정이 자기 파괴에 이르게 되는 단적인 사례가 바로 . 
제 차 세계대전과 전쟁 중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2

이하 나치(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NSDAP, )
이 저지른 대대적인 학살 즉 쇼아다 년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가 , . 1945
해방될 때까지 약 만 명의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러한 600 . 
인종 청소 는 단지 한 사람의 독재자 또는 한 국수주의 정당에 의해 자행‘ ’
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미 전쟁 발발 이전부터 만연해 있던 반유대주, 
의라는 전 국가적인 정서가 쇼아의 정신적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치가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는 없다  . 

반유대주의는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의 
감정에서 비롯되었으며 다만 종교로 인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유지해, 
오던 고유한 특성이 나치에게는 그들을 축출해낼 좋은 명분이 된 것이다. 
주요한 희생자인 유대인들 외에도 나치는 아리아인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
하겠다는 명목 아래 집시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 또한 희, 
생양으로 삼았다 상황에 따라 집시 유대인 신교도 구교도 그 누구든 . “ , , , 
희생양이 될 수 있었다.”16) 아도르노는 반유대주의에 대해 합리적 경제적 · ·
정치적 설명을 시도해볼 수는 있어도 객관적 인식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반유대주의의 근원에는 합리성이 분명히 자리하, 
고 있음을 강조한다.17) 아도르노에 의하면 반유대주의는 단지 우연하게  
유대인이라는 사회의 한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가 발현된 것이 아니라 다, 
름 혹은 특이성을 수용하지 않는 계몽이라는 기제가 당시 상황 속에서 반

16)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195~6. ( , 256~7 .)『 』
1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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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주의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18) 따라서 반유대주의를 논함에 있 
어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특정 집단의 비동일성이 무엇인지 검토하기보다, 
다름 즉 비동일성을 축출해내는 계몽이라는 기제 자체를 논의와 비판의 ‘ ’,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기보존과 자기부정이 공존하고 있는 계몽 안에는 비동일성에 대한 폭  

력이 내재되어 있다 비동일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면 외적 자연이든 . 
내적 자연이든 합리성에 의해 동화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계몽을 동일성. ‘
의 사고 로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 사회의 개인은 계몽이 구성’ . 
한 동일성의 틀 안에서 억압된 내적 충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반유대주, 
의는 주체에서 억압된 내적 충동들이 외부의 특정한 객체에 잘못된 방식
으로 투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도르노의 말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 “
모든 지각 작용이 투사”19)이기도 하다 인간은 감각된 인상들을 외부에 . 
투사하여 외부적 자연에 대해 전투태세 를 갖추는 것이며 투사를 통해 ‘ ’ , 
주체는 사물의 체계를 무의식적으로 구성한다.20) 있는 그대로의 사물 다 , 
시 말해 대상과 주체가 투사로부터 구성한 지각 체계는 동일한 것이 아니
므로 아도르노가 보기에 지각과 대상의 반성된 대립 이 있어야만 인간이, ‘ ’
나 자연은 병적인 고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21) 이러한 반성이 결여되 
어 있는 반유대주의의 투사는 병적인 것이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에 의하면 반유대주의의 기반이 되는 잘못된   , 

투사는 미메시스 의 병적 표현이다(mimesis) .22) 미메시스는 일반적으로 대 
상의 모방을 의미하지만 아도르노는 자신의 전 이론에 걸쳐 미메시스의 , 
의미를 계몽 이전 주체 대상 간 만남으로 확장시킨다- .

문명은 본래적 의미의 미메시스적 행위인 타자에 대한 유기적인 접촉 대신 
에 주술적 단계에 이르러서는 미메시스를 조직화하여 취급하고 역사적 단계, , 
에 이르러서는 합리적 실천 즉 노동을 그 자리에 놓았다 통제되지 않는 미, . 
메시스는 추방된다.23)

18) 계몽의 변증법 쪽부터 참고 DA, S. 232. ( , 308 .)『 』
19)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212. ( , 281 .)『 』
20)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212~3. ( , 281 .)『 』
21)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214. ( , 283 .)『 』
22)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211~2. ( , 280 .)『 』
23) 강조는 필자 DA, S.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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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과 같이 아도르노는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미메시스라는 행위  
에 대한 취급 역시 달라졌다고 본다 미메시스는 본래 주체와 타자 간의 . 
유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문명은 타자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 
통한 주체의 강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미메시스는 점차 이성에 의해 통제
되고 합리적 반성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계. 
몽 이전까지 인간은 미메시스라는 방식을 통하여 외부 자연과 접해왔다. 
이때 미메시스에서 주체는 외부 세계에 대해 순응하는 방식으로 낯선 것
과 친해지고자 한다 예를 들면 곰을 마주친 인간이 나무에 붙어 몸을 늘. 
어뜨려 자신이 나무인 척할 때 우리는 자연적 위험 앞에서 자연에 스스로, 
를 동화시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초기적 본래적 미메시스의 모습을 볼 ·
수 있다 그런데 계몽과 합리주의가 사회의 확고한 기제가 되면서 주체는 . 
더 이상 전과 같은 친화력으로 외적 자연을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
도르노의 견해이다 바로 전 사례에서라면 합리적 인간은 총과 칼을 들고 . 
곰을 상대하여 제압할 것이다 여기서 미메시스와 개념적 인식의 가장 큰 . 
차이는 대상의 고유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혹은 주체가 대상의 고유성
을 강제로 제거하는지에 달려 있다 계몽은 대상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지. 
배하기 위해서 대상의 고유성 비동일성 을 허용하는 방식인 미메시스를 추( )
방한다.24) 그리하여 주체와 대상이 특수와 특수의 관계 로 마주할 수 있 ‘ ’
었던 계몽 이전 미메시스는 이제 찾아볼 수 없고 미메시스의 병적 표현만, 
이 남는다 갈 곳 잃은 억압된 충동들을 가진 주체가 외부의 대상을 제물 . 
삼아 잘못된 투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25) 주체가 잘못된 투사의 대상을  
지목하는 방식은 사실상 무작위적이다 단지 고유한 특성이 다소 두드러져 . 
가려내기에 용이한 유대인이 지목되었을 뿐이다 계몽의 동일성 기준에서 . 
벗어나 있기에 배제되고 억압당하는 그 무엇 누구 이라도 잘못된 투사의 ( )
희생양이 되어 유대인 의 입장에 놓일 수 있으며‘ ’ 26) 따라서 반유대주의에 , 
대한 반성 나아가 계몽에 대한 반성은 비동일성에 대한 반성과 같다고 할 , 
수 있다. 

24) 최건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의 종속적 가능성과 저항적 가능성에 대한 연 , 「
구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 2013.」

25)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211~2. ( , 280 .)『 』
26)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199~200. (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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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주의적인 판단은 항상 틀에 박힌 사유 에 대한 증거물이었다 오늘날‘ ’ . 
에는 이러한 틀에 박힌 사유만이 남았다 선택은 여전히 가능하나 더 이상 . 
개인들의 자신에 고유한 선택이 아니라 획일적인 전체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잡는 것이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반유대주의적인 심리는 파시즘 전체를 . 
하나의 티켓 으로 묶은 입장표를 사는 것 호전적인 대기업의 슬로건에 동의‘ ’ , 
하는 것으로 대치된다 대중이 반유대주의를 목록 속에 포함하고 있는 . [ ] …
반동적인 정당의 티켓을 받아들이는 경우 유대인과의 개인적 접촉에서 얻은 
경험은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회 매커니즘에 순종하게 된
다.27)

반유대주의에는 계몽의 또 다른 특징인 티켓적 사고 가 드러나는데 티  ‘ ’ , 
켓이란 하나를 결정함에 따라 여러 가지가 묶음으로 같이 따라오는 상황
을 비유한 말이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주장하듯 반유대주의적 티. “
켓이 반유대주의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티켓적인 사고를 하는 심성 자체
가 반유대주의적이다.”28) 다시 말하면 대상을 개별적 특이성으로 바라보 
지 않고 단지 사회적 분류에 따라 규정하는 사고 즉 틀에 박힌 사고 는 , ‘ ’
어떤 특정 대상을 겨냥함에 그치지 않고 그 무엇이라도 차별적으로 배제
하고 억압할 수 있는 사유적 토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비동일성. 
에 대한 적대는 단지 합리적 판단 안에서만 일어나는 인간 정신의 추상적 
작용일 뿐 아니라 반유대주의와 같은 실제 사회 현상으로 발현된다 반유. 
대주의와 같은 혐오와 배제는 사회의 규준에 어긋나는 그 어떤 개인 집단·
에 대해서라도 자행될 수 있고 따라서 결국 인류의 자기 파괴 행위로 볼 ,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는 반유대주의와 같은 자기 파괴를 멈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요컨대 자연으로 퇴행하? , 
는 것은 계몽의 야만성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스스로를 완전. “
히 자각하고 힘을 가지게 된 계몽만이 계몽의 한계를 분쇄할 수 있을 
것”29)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이성 자체
를 몰아내고자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이성이 인간에게 이로운 제 . 

27)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226~7. ( , 300~1 .)『 』
28)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233~4. ( , 310~1 .)『 』
2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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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와 생존을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30)

그러나 계몽의 기제인 이성과 합리주의는 사회의 면면에 자리하고 있으  
며 그것이 비동일성을 포섭하거나 제거하는 힘은 강력하고 시간이 지남에 , 
따라 점점 더 강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성의 문제. 
가 수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합리적 인식에 고통은 낯설다 합리적 인식은 고통을 포섭적으로 규정하거나 . 
고통을 완화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통을 ,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통을 체험으로써 표현하는 일은 합리적 .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비합리적인 일일 것이다 고통이 개념화된다면 그것은 . 
아무 말 없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남는다 이 점은 히틀러 이후의 독일에. 
서도 볼 수 있다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공포의 시대에 이르면 브레히트가 구. 
호로 선정한 진리는 구체적이다 라는 헤겔의 명제는 예술을 통해서만 충족될 ‘ ’
수 있다.31) 

계몽과 합리주의에서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비동일성의 축출  
과 배제 즉 비동일성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고통을 , ,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인식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라
는 것이 아도르노의 견해이다 아도르노는 특히 미학이론 에서 자율적 예. 『 』
술이 이성의 한계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낸다 이성과 합. 
리성의 거침없는 운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
는 비판자가 필요하며 작품의 외부와 구분되는 자체적 작동 기제를 지닌 , 
자율적 예술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32) 

30) 진정한 혁명적 실천은 사회가 사유를 경직시키는 수단인 의식 없음 앞에 쉽게  “ ‘ ’ 
굴복하지 않는 이론 에 달려 있다 계몽의 변증법 쪽‘ ’ .” DA, S. 59. ( , 78 .)『 』

31)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5. ( , 39 .)『 』
32)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204. ( ,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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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예술론2. 

그렇다면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자율적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자율  ? 
성은 예술작품이 어떤 외부의 가치나 기준들로부터 규정되거나 그것에 종
속되지 않고 자체로서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아무리 추상적인 예술작. 
품이라도 예외 없이 인위적인 구성물임을 고려한다면 아도르노의 말처럼 , 
어떤 예술작품도 완전히 자립적일 수 없다.33) 작품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 
에 의해 제작되며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분류되어 전시되거나 팔리고 비, , 
평의 대상이 되는 등 사회적 관계망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 
에서는 아도르노의 자율적 예술론을 형식 규정적 부정 가상 등의 개‘ ’, ‘ ’, ‘ ’ 
념을 통해 살펴본 뒤 예술의 자율성이 맞닥뜨린 여러 가지 난점들을 검, 
토 해명함으로써 자율적 예술의 필연성을 재고해보고자 한다· . 

자율적 예술의 이해 1) 

먼저 아도르노는 예술을 사회에 대한   , ‘규정적 부정’(bestimmte 
으로 간주한다Negation) .34) 규정적 부정은  아도르노가 헤겔로부터 비판적

으로 취하여 자신의 비판적 이론 전반에 고유하게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
이기도 하다.35) 계몽 참여예술 등에 걸친 아도르노의 비판은 언제나 대상 , 
에 내재한 부정성을 포착하여 이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내재적 
비판에 해당한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대상에 내포된 부정성을 비판하여 . 
더 높은 차원의 종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헤겔적 규정적 부정의 목적이었
다면 관념론의 전통을 강하게 비판하는 아도르노는 이러한 종합이 결국 , 
다시금 발전된 주체 로의 회귀라고 판단하여 이를 지양하는 것이다 그가 ‘( ) ’ . 
계몽 참여예술 등을 내재적으로 비판하면서도 대안적 청사진을 구체화하, 

33)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61. ( , 170 )『 』
34)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 ( , 18 .)
35) 이하 같은 문단에 제시된 헤겔과 관련한 아도르노의 규정적 부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 논문에 따른 것이다. 한상원 규정적 부정과 내재적 비판 헤겔과 아도르노, 「 – 
의 비판적 방법론 철학 제 집, 130 , 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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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시하는 일에는 극도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36) 이 
러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이 사회에 대한 규정적 부정이라는 아도
르노의 주장은 예술작품이 사회를 내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 된
다고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이 사회에 대한 규정적 부정 이. ‘ ’
라는 아도르노의 주장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아도르노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사회적 현상이면서도 사회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율적 존재이기도 하다.37) 아도르노는 일견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  
주장을 예술작품이 가진 미적 형식이라는 존재론적 특성을 통해 설명한다. 
모든 예술작품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형식을 가진다 각자의 고유한 형. 
식을 통해 각 예술작품이 여타 작품들과 구별됨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여타 사물들과도 구별된다 아도르노의 이론에서 형식이란 흔히 말하듯 내. 
용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좁은 의미의 형식과는 다르며 예술작품에 들어 , 
있는 모든 요소들이 잠재적으로 내용이자 형식이다.38) 내용과 형식을 아 
도르노의 입장에 따라 구분 짓는다면 예술작품의 요소들을 조직하여 하나, 
의 단일체로서 현상하도록 하는 역할을 가진 것이 형식이고 이 과정에서 , 
규정되는 요소들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39) 이때 형식은 산만한 것 “
들을 무리 없이 종합하면서도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분열되고 모순을 이, 
루는 상태로 보존한다.”40) 
예술작품은 언제나 사회와 현실의 것들을 재료나 소재로 삼으면서도 그  , 

것들을 고유한 형식 안에 매개하여 원래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게 한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현실의 것들이 예술작품 안으로 들어와 완전히 다른 , 
관계망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바로 형식화 법칙이며 이러한 구성을 통, 
해 예술작품은 사회와 구별된다.41) 그런데 예술작품이 단지 창작이라는  

36) 계속되는 비판과 부정으로 점철된 그의 이론을 아도르노 자신이 인정한 바처럼 
세속화된 우상금지원칙을 토대로 한 일종의 부정신학 이라 할 (negative Theologie)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의 논의는 어. 
떤 성좌 를 이룸으로써 아도르노의 사유를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는 (Konstellation) . 
아도르노의 사유가 규정적 부정을 통한 성좌적 진리의 탐구 과정임을 전제로서 이
해하고 논의에 들어 가야할 것이다.

37)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 ( , 18 )『 』
38)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218. ( , 232 )『 』
39)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216. ( , 229 )『 』
40)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216. ( , 229 )『 』
41)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 (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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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작업을 통하기만 하면 자율성을 얻고 사회에 대한 규정적 부정
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형식화 작업에는 언제나 예술이 사회에 대해 가져야 하는 거리  , 

즉 자율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아도르노가 예술이 사회를 부정적인 기준. ‘
점으로 두고 언제나 구체적인 형식으로써 그것과 달라지고자 한다’42)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문장에서 사회를 부정적 기준점으로 함 과 형식으로‘ ’ ‘
써 그렇게 함 두 가지 측면 모두 자율성에 있어 필수 요건임을 분명히 해’ 
야 한다 예술은 사회를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회에 대한 끝없. 
는 통찰과 반성이 작품에 전제되어야 하며 다만 작품은 사회에 대해 직접 ,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아니 직접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만 사회에 대한 , 
부정과 거부의 입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43) 나아가 아도르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적 자율성은 고통의 형상이며 이로 인해 진지한 면을 지. “
닌다 절대적인 책임을 지려는 예술은 불모성에 접한다 그러나 . [ ] . [ ] … …
절대적인 무책임성은 예술작품을 재미 로 격하시킬 것이다‘ ’(fun) .”44) 즉 , 
형식 법칙을 통해 사회로부터 자율적일 수 있는 예술작품이 자신의 자율
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달리 말해 절대적인 책임이나 무책임을 추구하는 , 
경우 불모성 이나 우스꽝스러운 것 으로 된다는 것이다‘ ’ ‘ ’ . 
이러한 견지에서 책임성에 치우친 참여예술이나 무책임성을 강조하는   
예술에 대한 예술 은 모두 아도르노에게 비판의 대상이 ‘ ’(l’art pour l’art)
된다 요컨대 참여예술은 예술작품 역시도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 
한다는 의식으로부터 출발하며 여기에는 작품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반영, 
된다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이렇듯 절대적인 책임을 예술작품에 부여하는 . 
것은 자율적 예술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자45), 
예술작품이 협의의 내용 따위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이‘ ’ 
다 아도르노는 예술작품이 마치 선언문이 그러하듯 달라져야 함 을 주장. ‘ ’
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작품, 
이 무언가 선언하는 정도가 줄어들수록 스스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 , 
있다 고 말한다’ .46) 한편 사회로부터 예술을 완전하게 분리해내려는 예술 ‘

42)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 ( , 18 )『 』
43)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 ( , 18 )『 』
44)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64. ( , 71 )『 』
45) Adorno, EN, S.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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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예술 역시도 아도르노에게 비판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작품의 ’ . 
재료나 과정 등을 충분한 형식화 없이 완결시키는 행위 예컨대 캔버스나 , 
단순한 음 따위를 작품이라고 제시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
다.47)  
이로써 우리는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예술의 자율성이 마치 사회와의 관  

련성이 모두 제거된 무균실 같은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 
려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술이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
간에도 사회의 상황으로부터 부단히 거리를 유지하려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듯 사회에 대한 규정적 부정인 예술작품은 아도. 
르노에 의해 미적 가상 의 개념으로써 간주되기도 한다‘ ’ .
아도르노에게   ‘가상 은 예술작품에서 성취되는 일관성이 현실이 ’(Schein)

아니라는 점에서 허상임을 나타내주는 말인 동시에48) 예술작품이 허상으, 
로서나마 그리고 오직 허상으로서만 어떤 진리를 현현하게 한다는 점을 , 
드러내주는 말이다.49) 그는 미적 가상 이 예술작품의 존재 자체를 설명해 ‘ ’
주면서도 예술작품이 원하는 바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본다.50) 가상은  
근본적으로 경험 세계와 예술작품의 차이에서 비롯된다.51) 앞서 살펴보았 
듯 각 작품은 자신만의 고유한 내재적 일관성인 형식을 가지며 형식으로 , 
인해 다른 작품 다른 사물들과 구별된다 이 일관성은 작품 내의 우연적, . 
인 것이나 비일관적인 것들을 산만하고 상호모순적인 모습 그대로 보존하
기 때문에52) 결국 작품은 일관성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며 영영 실현불가, 
능하다는 의미에서 환상적이며 달리 말해 작품은 가상에 머문다, .53) 각 예 
술작품이 밀폐적 이라는 아도르노의 말 역시 가상으로서 존‘ ’(hermetisch)
재하는 작품의 상태를 지칭한다.54) 사회에 대한 규정적 부정이라는 예술 
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가상적 특성 또한 자율성을 전제로 성립가

46) Adorno, EN, S. 421.
47)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8. ( , 168 .)『 』
48)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5. ( , 165 .)『 』
49)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65. ( , 176 .)『 』
50)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5, 161. ( , 165, 171 .)『 』
51)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8. ( , 168 .)『 』
52)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216. ( , 229 .)『 』
53)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5, 160. ( , 165, 170 .)『 』
54)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9~60. (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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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작품에 내재하는 가상적 성격은 설혹 잠재적일지라도 현실적인 요소를 모방
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환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 . 
예술작품에 담겨 있는 형식이나 재료 혹은 정신이나 소재 등을 현실로부터 
예술 작품 속에 옮겨져 그 속에서 현실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그것은 언제나 또한 현실의 잔상이기도 하다 경험 세계와 예술작품의 . [ ] …
차이 혹은 작품의 가상적 성격은 경험 세계에 근거하며 이에 반대하는 경향 , 
속에서 구성된다 예술작품이 자체의 개념을 위해 그와 같은 역관계를 제거. 
하려고 할 경우 그것은 자체의 전제 조건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55)

위 인용문을 통해 아도르노가 재차 강조하는 바는 가상 이라는 예술작  ‘ ’
품의 지위 자체 역시 현실과 매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때 가상이라는 . 
예술작품의 전제 조건을 무효화하려는 노력들 가령 작품의 가상적 성격을 , 
일종의 절대성으로 강화시키는 태도나56) 가상적 성격을 무력화시켜 현실, 
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시도57) 모두 아도르노의 입장에서는 가상을 마치  
강화시키거나 소거하여야 할 문제 상황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이다 작품의 가상적 성격은 형식에 의해 작품이 하나의 단일체로 현존할 . 
수 있게 되면서 생겨나기 때문에 가상에 반대하는 이들 역시 구성과 형식, 
에 변화를 주어 자율성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예컨대 현실의 모습을 그. 
대로 묘사하는 데 치중하던 사실주의에 대해 표현주의자들은 예술이 단지 
외적인 현실을 묘사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모사상 가상 에서 , ( )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기반으로 반기를 들었으나 아도르노가 보기에는 , 
그 스스로 역시 또 다른 현실인 실제적인 심적 사실 요인들을 왜곡되지 “
않게 묘사하려고 했으며 그 결과 표현주의는 정신 묘사도, ( )

에 가까운 것이 되어버렸다(Psychogramm) .”58) 그러한 가상에 대한 반 “

55)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8. ( , 168 .)『 』
56) 헤겔의 예술 종교 라는 용어와 이 용어를 문자 그대로 작품에 받 ‘ ’(Kunstreligion)
아들인 바그너에 대한 비판에 해당한다 미학이론 쪽. ÄT, S. 157. ( , 166 .) 『 』

57) 아도르노는 이에 대한 사례로 특정한 시대 배경을 가진 연극을 상연할 때 작품의  , 
배경을 동시대에 맞게 변경한 경우를 들고 있다 세기를 배경으로 한 햄릿 의 . 13 < >
주인공 햄릿이 세기 전후에서야 등장한 프록코트를 입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19 . 
Ibid.

58)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7~8. (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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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은 정말로 작품이 예술 이상의 것 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 ‘ ’ , 
단순한 사물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59) 
작품의 가상 즉 자율성을 제거 대상으로 보는 이들과는 달리 아도르노  , 

는 예술작품이 가상으로 머무름으로써 사회의 여타 사물들이 성취할 수 
없는바 즉 비존재를 현존하게 하는 일 을 비개념적이고 고유한 방식으로 , ‘ ’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60) 이러한 일은 작품 내에서 일관성으로 포 
섭되지 않고 남아 있는 비동일성에 의해 가능하므로 비동일성을 있는 그, 
대로 유지토록 해주는 작품의 형식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비동. 
일성을 계속 해서 포섭하고 배제시키려는 물화의 작용과 반대되는 일이 
예술작품을 통해 현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아도르노는 일면 사물에 불, 
과한 작품이 현상의 편에 서 있기도 하다고 말하는 것이다.61) 
예술작품이 스스로 마치 본질인 양 현상하게 되는 것을 가상 개념으로   

보았다면 아도르노는 일종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작품의 내재적 일관성, 
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작품의 측면을 ‘표현 으로 ’(Ausdruck)
본다.62) 우리가 무엇인가 표현한다고 할 때 대상을 구체적이고 이해 가능 
하게 묘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예술에서의 표현, “
이란 어떤 것을 표현하는 일과 반대되는 것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
다.63) 작품에서 표현과 가상이 일차적으로는 서로 대립한다는 아도르노의  
설명 또한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가상 과 표현 은 함께 작품의 형식. ‘ ’ ‘ ’
을 구성하며 각각은 작품의 일관성을 만들어 내려는 내적 요소들의 결합, ,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내적 요소들의 모순을 지칭한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예술의 표현은 고통의 표현이다 사회에서는 다루어  . 

지지 않는 고통이라는 비미적 경험이 표현을 통해 예술작품 안으로 들어
와서 모든 허구적 요소들의 원형으로 된다는 것이다.64) 이때 예술의 표현 
은 미메시스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모사나 모방의 의미로 쓰이는 통상적 , 
용례와는 달리 아도르노가 말하는 미메시스는 계몽 이전에 가능했던 주체

59) Ibid.
60)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67. ( , 177 .)『 』
61)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67. ( , 177 .)『 』
62)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69. ( , 179 .)『 』
63)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71. ( , 181 .)『 』
64)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69. (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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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상 사이의 유기적 관계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65) 아도르노는 계몽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면서 미메시스라는 태곳적 반응 방식은 추방되었
는데 그러한 미메시스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예술작품이라고 주장, 
한다 다만 예술작품은 다른 무엇도 아닌 자체와의 동화를 추구한다는 점. 
에서 미메시스이며 어떤 타자에 대한 모방이나 동화인 것은 아니다, .66) 미 
메시스가 계몽의 기제에 의해서 추방되고 그 자리에 개념적 인식이 자리
하게 되었다는 아도르노의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예술의 표현이 취하고 있
는 미메시스적 태도가 개념적 인식과는 다른 것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아도르노의 기대를 추론할 수 있다 예술에서 모든 미적 합리성이 지니는 . “
목적은 표현적 계기에 포함된 비합리성에서 찾을 수 있다.”67)는 아도르노
의 말처럼 예술작품의 합리성과 비합리성 다시 말해 가상과 표현은 상호 , , 
대립적이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위해 필수적이다.
나아가 예술작품이 사회에 대한 규정적 부정이자 미적 가상이라는 아도  

르노의 주장은 예술작품의 상품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 의해 보충된다 상. 
품화가 사회적 관계 제반의 지배적인 양식이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
작품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맞닥뜨린다.68) 자율적 예술작품도 상품 아 
닌가 자율적 예술작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어떻? 
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물들은 교환가치로 ? 
치환된다 교환가치는 애초에 사용가치로부터 생겨난 것이지만 자본 자. , 
체 즉 교환가치 자체가 물신화된 사회에서는 사용가치가 잊히게 된다 상, . 
품화에 대한 마르크스의 설명 역시 다음과 같이 유용성을 전제로 한다. 
하나의 제품이 상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용가치를 통해 봉사할 “
다른 사람에게 교환의 매체를 통해 건네져야만 한다 무엇도 유용성. [ ] …
을 가진 사물이 되지 않고는 어떤 가치가 될 수 없다.”69) 구체적인 사용 
가치들을 가진 구체적인 사물들이 추상적인 교환가치인 자본으로 환산되
어 교환되고 추상적인 자본이 마치 삶의 목적과도 같은 지위를 차지하게 , 

65) DA, S. 205.
66)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69~70. ( , 179~80 .)『 』
67)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75. ( , 185 .)『 』
68) Stewart Martin, “The absolute artwork meets the absolute commodity”, 

Radical Philosophy, vol. 146, 2007, p. 15.
69) Karl Marx,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trans. Ben Fowkes, 

New York: Penguin, 1990,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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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물신화되면서 그것들이 어떤 사용가치를 지니는지보다 얼마의 교환
가치를 가지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사용가치가 위축되었다 는 아. ‘ ’
도르노의 언급은 이러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70)     
아도르노가 보기에 자율적 예술작품은 단지 자체로서 존재할 뿐 다른   

무엇에도 쓸모없다는 의미에서 유용성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무용성을 
띤다 아도르노는 교환원칙에 순응하지 않는 것만이 지배 관계가 없는 . “( )
상태를 대변해준다.”71)고 언급하면서 예술작품이 무용성으로 인해 위축, ‘
된 사용가치 와 교환원칙 이전에 손상되지 않았던 사물들을 대변하게 된다’
고 말한다.72) 

절대적인 상품은 상품형식 안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 이 이데. 
올로기란 상품이 마치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체 하지만 실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만을 위한 다시 말해 그것을 자유로이 처리하는 자들을 위한 존재일 뿐, 
이라는 점을 말한다.73) 

위 인용문에서 아도르노가 말하는   ‘절대적 상품 은 자율적 예술을 의미’
한다 인용문이 말해주듯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들은 타인 즉 사용자 내지 . , 
소비자들의 유익에 봉사하는 듯한 허위적 인상과는 달리 사실상 그것들을 ‘
자유로이 처리하는 자들 말하자면 자본가들을 위한 존재인데 무엇에도 ’, , 
쓸모가 없는 예술작품은 그러한 구조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 
스에 의하면 사용가치로부터 교환가치가 독립되거나 자율적으로 된다는 , ‘
점을 통해 상품이 정의되기는 하지만 결국 교환되는 것은 어떤 쓸모임을 , 
고려한다면 유용성 없이 상품이 성립될 수는 없다 무언가 유용한 것이 되. 
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교환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74) 유용 
성을 포기한 예술작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가치를 통해 계속해서 사
고 팔리는 모순적인 상황은 상품 형식과 자본의 자기증식

에 내재하는 한계를 드러낸다(self-valorization) .75) 요컨대 아도르노가 보 

70)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37. ( , 352 .)『 』
71) Ibid.
72) Ibid. 
73)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51. ( , 365 .)『 』
74) Karl Marx, op. cit., p. 131, Stewart Martin, op. cit. 에서 재인용, p. 19 .
75) Stewart Martin, op. cit.,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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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예술작품은 스스로 무력해지는 값을 치름으로써 상품화라는 강력한 
사회 기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76) 상품화에 대한 이 같은 예술작품의 , 
저항이 단지 주변적이고 무력한 애도로서 유지된다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
한다.77)  
이와 같이 살펴 본 사회에 대한 규정적 부정 가상과 표현 절대적   ‘ ’, ‘ ’, ‘

상품 은 공통적으로 예술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창작하는 예술’ . 
가도 제작되는 예술작품도 모두 사회적 존재라는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
서 예술은 어떻게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특히 모든 것? 
이 상품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은 다른 상품들로부터 어떻게 구별 
가능한가 예술이 처한 이같이 난감한 상황이 해명되지 않고는 예술의 자? 
율성에 대한 아도르노의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도르노가 이. 
러한 문제 상황 즉 자율적 예술의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 살펴보, 
자. 자율적 예술의 난관은 예술작품이 시대와 사회의 구체적 산물이면서도 
이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데서 생겨난다 아도르노는 자율성의 난관. 
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사회적으로 오늘날 예술의 상황은 모순적이다 예술이 그 자율성을 포기하면 . 
기존 사회의 활동에 자신을 내맡기게 되며 엄격하게 자체를 위한 상태에 머, 
문다면 무해한 영역으로서 다른 영역에 못지않게 쉽사리 통합될 것이다.78) 

   
완전한 자율성을 성취할 수도 없고 자율성을 포기할 수도 없는 예술의   

모순적 상황은 일견 아도르노 자율적 예술론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 그. 
러나 본고는 아도르노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자율적 예술의 난관이 이론
적 맹점이 아니며 도리어 예술이 사회의 부정성에 맞서 진정한 체험을 제, 
공할 수 있기 위해 이러한 난관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76) Adorno, ÄT, S. 21.
77) Stewart Martin, op. cit., p. 17~8.
78)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52. (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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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예술의 난관 2) 

자율적 예술의 난관 즉 자율적 예술의 이중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와 예  , 
술의 불가분한 관계에 기인한다 그러나 단지 사회와 예술은 뗄 수 없는 . ‘
관계 라고 단언하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을 둘러싼 관계들을 ’
보다 더 다면적으로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예술의 자. 
율성이 가진 난관을 다시 미적 반성의 난점과 사회적 난점으로 나( ) ( )ⅰ ⅱ
누어 분석하기를 시도한다 이러한 구분은 각기 예술의 감상을 통해 . ( )ⅰ
일어나는 미적 판단이 규정적 판단과 가지는 차이 그리고 예술작품이 , ( )ⅱ
사회의 여타 사물들과 가지는 차이에 집중한다. 
먼저  , 미적 반성의 난점은 자율적 예술을 통해 감상자의 내면에 발( )ⅰ

생하는 미적 반성 그리고 미적 반성을 통해 내려지는 미적 판단과 관련한
다 미적 반성과 미적 판단의 개념은 진리와 도덕에 이어 아름다움을 판단. 
하는 인간 정신의 능력을 공식화했던 칸트의 판단력 비판 에서 비롯되었『 』
으나 아도르노에게서 이 개념들의 쓰임새는 달라진다.79) 번스테인 80)은 판

79)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지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 라는 미적 반성‘ ’
의 활동을 통해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고 판정하는데 이것(ästhetische Reflexion)

이 미적 판단이다 미적 판단은 순전히 개념만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인식 판. 
단즉 규정적 판단과 구별된다 칸트의 이론에 따르면 미적 판단 가 아름답다 에. “X ”
서 술어인 아름답다 는 대상인 가 아니라 판단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관계한다‘ ’ ‘X’ . 
미적 판단력에 대한 칸트의 이론적 정식화는 아도르노가 보기에 대상에 대한 주체
의 상태를 초월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역사적 맥락 위에 있는 예술에 
대한 미적 판단의 기준은 될 수 없다 임성훈 비판과 반성으로서의 미학 칸트. , 「 – 
의 미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타당성에 관하여 미학 제 집 쪽, 48 , 195 ; 」 『 』 Adorno, 
ÄT, S. 247.

80) 자율적 예술의 첫 번째 난점을 논하면서 본고에서는 아도르노의 이론을 미학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번스테인 의 논의를 참조한다 번스테인은 예술의 (Jay Bernstein) . 『
운명 미적 소외 칸트부터 데리다 그리고 아도르노까지: , (The Fate of Art: 
Aesthetic Alienation from Kant to Derrida and Adorno)』 이하 혹은 예( FA 『
술의 운명 )』 에서 칸트를 비롯한 초월론적 철학의 전통에서 아도르노의 미학적 기획
이 가질 수 있는 의미가 해명된다. 번스테인은 진리와 도덕 미의 영역이 구분되게  , 
된 모더니즘에서 예술이 맞닥뜨린 상황과 운명을 가리켜 미적 소외‘ ’(aesthetic 

라고 부르면서 아도르노의 예술 정의에서 핵심이 되는 자율성이라는 alienation) , 
개념 역시 미적 소외 의 일부로서 논의한다 그가 말하는 미적 소외란 미의 영역‘ ’ . , 
즉 예술의 영역이 진리나 도덕과는 별개로 분리되면서 인식적 진리라는 기준에서 
예술은 참된 것을 말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지칭하는데 번스테인이 보기에 , 
아도르노가 정의하는 예술은 이중성을 전제로 하는 자율성을 통해 인식적으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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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력에 대한 칸트의 주장이 아도르노의 자율적 예술론 안으로 옮겨져 왔
으며 아도르노가 칸트적 전략으로 예술의 자율성을 해명하고 있다고 해석, 
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칸트가 지성과 상상력 사이의 유희 로서 판단력. ‘ ’
을 설명했다면 아도르노는 예술작품을 마주하는 감상자의 미적 판단을 지, 
성과 실천 이성이 개입되는 규정적 판단과의 가까움 과 멂(proximity)

으로써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distance) .81) 번스테인은 아도르노의 논의 
에서 미적 반성이 지성과 실천 이성에 가까운 경우를 가까움 반대로 둘과 , 
멀어지는 경우를 멂이라 지칭한다. 미적 반성이 일어날 때 주체가 객체에 
대해 판단하고 입법하도록 요청받는다는 점에서 미적 반성은 판단과 유사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미적 반성은 지성 그리고 실천 이성과 근접한, 
다.82) 번스테인에 따르면 지성과 실천이성이 만들어내는 판단의 유사체로 
서 미적 반성은 아도르노의 예술의 정의에 침투한다.83) 아도르노가 예술 
의 자율성과 비동일성의 구제를 함께 주장하기 위해 미적 반성에 관한 칸
트의 설명을 예술을 정의하는 데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번스테. 
인은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정의가 칸트의 미적 반성에 관한 다시 쓰‘ ( )
기 라고 말한다’ .84) 칸트에게서 미적 반성이 규정적 판단과 유사하면서도  
규정적 판단과 같이 개념을 통해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아, 
도르노에게 좋은 예술작품( ) 85)은 범례적인 것이며 따라서 마치 법칙에 따르
는 듯 보이나 작품 전체가 그 법칙으로써 철저히 해(rule-governed-like) 

히 포섭되지 않으면서도 가상으로서 진리를 현상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의 . 『
운명 의 후반부 아도르노에 관한 장에서 번스테인은 아도르노의 자율적 예술론을 』
관념론 특히 칸트에 대한 다시쓰기 이자 비동일성에 대한 이론적 구제 라고 독해‘ , ’ ‘ ’
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부분을 주요하게 참고한다, . 

81) 번스테인은 아도르노가 미적 판단을 실제 판단은 아니면서도 판단과 유사한 것‘
다시 말해 판단의 미메시스 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번스(judgement-like)’, ‘ ’ , 

테인이 실제 판단 이라고 칭하는 것은 지성과 실천 이성이 개입하는 규정적 판단‘ ’
으로 한정하여 독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Bernstein, op. cit., p. 192. 

82) Ibid., p. 192, 197.
83) Jay Bernstein, The Fate of Art: Aesthetic Alienation from Kant to 

Derrida and Adorno, 1992, Oxford: Polity Press, p. 192.
84) Jay Bernstein, op. cit., p. 193.
85) 아도르노는 예술작품의 개념에 이미 성공의 개념을 내포시키고 있다 실패한 작품 . 
은 예술작품이라 할 수 없으며 어중간한 작품은 이미 나쁘다고 말한다 본고에서 , . 
예술 혹은 예술작품으로 일컫고 있는 대상들 역시 이러한 아도르노의 견해를 따르
고 있다 본고에서 주제화하고 있는 참여예술의 경우 아도르노에게 나쁜 예술 에 . ‘ ’
해당할 것이다 미학이론 쪽 참고. Adorno, ÄT, S. 280. ( , 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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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될 수는 없다.86)     
한편 미적 반성은 지성 실천 이성의 판단과는 달리 인식적 판단에 다다  ·

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성 그리고 실천 이성과 멀다 번스테인은 지성과 . 
실천이성으로부터 미적 반성이 가지는 멂을 자율적 예술이 가진 가상으로
서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미적 반성은 지성과 실천이성의 도달 지. 
점인 판단과는 다른 곳을 향하며 이를 두고 규정적 판단과 유사하다고 할 , 
수는 있어도 이것을 규정적 판단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미적 반성이 개입. 
하는 유일한 판단은 자신의 정신 작용에 의해 쾌가 발생하는지에 기반하
여 이루어지는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예술의 . 
감상에서 일어나는 미적 반성이 개념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인식적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작품의 불가해성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불가해성이란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없음 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 예술작‘ ’ , 
품의 수수께끼적 특성과도 같다 이 특성은 감상자로 하여금 예술작품에 . 
이끌리도록 하는 매력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어떤 개념적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도록 감상자와 예술작품 사이의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
다. 미적 반성의 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적 반성이 지성과 실천 ( )ⅰ
이성으로부터 가지는 가까움과 멂 그 자체라기보다 이 둘의 공존이다. 
다음으로  , ( )ⅱ 사회적 난점은 예술과 사회의 모순적 관계를 가리킨다 예. 

술작품이 어떤 소재와 형태로 구성되었든 얼마나 추상적이든 간에 작품을 
만드는 자와 감상하는 자가 예술작품의 존재에 전제되고 관계된다면 우리
는 예술작품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며 언제나 경험적 현실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율적 예술은 자신의 존립 배경이 되는 사. 
회에 대해 벗어나기를 의도함으로써 매 순간 자신의 상황에 대립하게 되, 
고 이로써 경험적 현실에 대해 규정적인 부정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
다.87) 사회적  ( )ⅱ 난점에서는 특히 예술작품의 상품적 성격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 법칙 안에서 모든 사물은 일정한 값으로 . 
치환되어 교환 가능한 상품이 된다 사물들은 자체의 목적이나 의미가 아. 
닌 단지 상품으로서 교환될 때의 값을 통해서만 그 가치를 평가받는 상황, 
에 놓이며 예술작품 역시 사회의 일부이기에 예외일 수 없다. . 

86) Ibid.
87) 미학이론 쪽 Adorno, ÄT, 15. (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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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인 생산력은 유용한 노동의 생산력과 동일하며 자체 내에 그와 동일한 
목적론을 지닌다 또한 미적 생산력은 미적 생산관계에 파고들어 이에 작용. 
을 가하게 되는데 이 미적 생산관계 역시 사회적인 생산관계의 침전물 혹은 , 
복사물이다 예술이 자율적이면서도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는 이중적 성격. 
은 자율성의 영역에도 부단히 나타난다.88)

위의 인용문에서 아도르노는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미적 생산력과 사회  
의 유용한 노동의 생산력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도르노가 , 
주요하게 논의하는 예술작품의 상품적 성격을 연상할 수 있다 후기자본주. 
의 사회에서 자본은 모든 사회적 생산관계의 중심에 있으며 그 어떤 재화, 
나 서비스도 자본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89) 미적 생산 다시 말해  , 
예술의 창작과 그 이후의 단계에도 자본이 개입한다 사회의 일부로서 예. 
술작품은 자본주의라는 강력한 작동원리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예술작품은 자율성을 가지기 위해 계속해서 자. 
신의 태생적 처지와 맞서야 하는 난점을 가지는 것이다 .
이 같은 난점들로 인해 예술은 자율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나 예술을 둘러싼 아도르노의 개념들을 경유하고 이들 사이의 성좌를 , 
구성함으로써 난점들의 구제를 시도해볼 수 있다 먼저 미적 반성의 . , ( )ⅰ

88) Ibid.
89) 아도르노는 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의 분화와 생산 체계 그리고 그 체, 
계 안에서의 예술과 인간의 관계를 오디세우스와 사이렌의 만남을 통해 비유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노래 소리로 뱃사람들을 홀려 바다로 뛰어들게 만드는 바다 괴물 
사이렌을 만나기 전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도록 하고 자신은 , , 
배 기둥에 몸을 묶는다 이 배가 항해하기 위한 노동 즉 노를 젓는 일은 실질적으. , 
로 임금을 받는 선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배에는 자본가인 오디세우스의 이, 
름이 적혀 있다 배를 나아가게 하는 노동을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여기서 누구. , 
도 노동과 순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을 실제로 수행하. 
는 노동자 즉 선원들은 임금을 대가로 노동할 뿐 항해의 주인이 아니다 배에 자, . 
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항해의 주인 오디세우스는 항해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
는 노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나아가 사이렌과의 만남에서 사이렌의 노랫소리는 누구에게도 온전하게 가 닿을     
수 없게 된다 선원들은 사이렌이 노래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밀랍으로 귀를 . 
막고 이를 듣지 못하며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디세우스는 이에 감, 
화되어 자연스럽게 취할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몸이 묶여 있다 여기서 노동의 분. 
화와 함께 인간이 예술과 온전히 닿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계몽의 변증법 쪽DA, S. 76-8.( , 99-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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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예술작품의 불가해성(Unbegreiflichkeit)90)을 
통해 해명 가능하다 아도르노는 예술작품이 개념을 매개로 하는 지성이나 . 
실천이성의 작업인 합리적 사유만으로는 완전히 해명될 수 없다고 주장한
다.91) 칸트의 미적 반성이 주관의 정신적 상태 내지 활동만을 지시함과  
달리 아도르노는 규정적 판단력으로 모두 해명되지 않는다는 불가해성을 , 
예술의 속성으로 본다.92) 아도르노가 주장하기를 예술작품은 합리적 사유 
를 통해 완전하게 해명될 수 없음에도 감상자에 의하여 계속해서 해석되
기를 기다리거나 요구하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 
예술작품의 형식은 진리로 표현되는 내용과 진리를 형성하는 방식 사이의 
통일성인데,93) 여기서 진리 내용이란 형식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성질 
의 것은 아니지만 감상자의 해석을 통하여 획득되는 일종의 진리이다.94) 
진리 내용은 정적인 내용도 아니고 어떤 고정적인 것으로 언제나 동일하
게 감상자와 마주하는 것도 아니며 말하자면 스스로 전개되는 동적인 과, 
정에 가깝다.95) 예술작품은 오직 대상에 대한 해석에 관여하는 규정적 판 
단력에 해결을 요구함으로써 진리 내용을 가리켜 보일 수 있을 뿐이며 이 , 
진리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명되거나 추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때 개. 
입되는 철학적 반성을 통해 작품 역시 일종의 인식적 가치를 가질 수 있
게 되며 여기에서 미학의 정당성이 확보된다.96) 이를테면 햄릿 의 감상 『 』
자는 작품을 해석하고자 하는 열망을 멈출 수 없어 철학적 반성을 거듭할 
것이나 결코 햄릿 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를 수도 없고 이를 , 『 』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감상자의 철학적 반성이 . 
작동하도록 초대 즉 자극함으로써 진리 내용을 가리킬 뿐 어떤 명제적 ‘ ’ , 

90) 불가해성 은 독일어로 이해하다 라는 동사인 에 부 (Unbegreiflichkeit) ‘ ’ ‘begreifen’
정의 의미를 부가하는 접두사 과 형용사화를 위한 접미사 그리고 명‘un-’ ‘ lich’, –
사화를 위한 접미사 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명사이다 독일어에서 개념에 ‘ keit’ . –
해당하는 단어가 라는 점과 관련하여 불가해성은 개념으로 포착할 수 없‘Begriff’ , ‘
는 특성 이라는 의미로 독해가능하다 불가해성은 아도르노에게서 수수께끼성’ . 

과 통용된다(Rätselhaftigkeit) .
91)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84. ( , 196 )『 』
92)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84. ( , 196 )『 』
93) 아도르노 미학강의, ,『 』 쪽 122 .
94)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93. ( , 206 )『 』
95) 아도르노 미학강의, ,『 』 쪽 135 .
96)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93. (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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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술작품에 마음이 이. 
끌리는 이유는 작품의 불가해성이 우리의 해석적 이성97)이 관여하기를 요
청하고 초대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불가해성은 동시에 해석의 작업이 남김,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도록 자신의 수수께끼적 면모로써 이를 끝내 거부
한다 즉 해석에 대한 초대와 거부 모두 예술작품의 불가해성에 의해 이. , 
루어진다 예술작품은 불가해성을 통해 해석적 이성과의 연결고리를 가지. 
면서도 끝내 어떤 규정적 판단에 이르지는 못하도록 하여 지성 실천 이성, ·
의 작업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작동 기제인 미적 반성과 관계 맺을 수 있
는 근거를 얻게 된다.  

미적 반성의 난점은 칸트의 성취를 예술작품에 대한 정의로 옮겨와   ( )ⅰ
역사성을 부여하는 아도르노의 작업을 잘 보여준다 관념론적 전통에서 진. 
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능력이 지성과 실천이성에 한정되어 있
었다면 칸트의 판단력 비판 를 통해 반성적 판단력 역시 상상력과 지성, ‘『 』
의 유희 라는 형식으로서 미를 판정할 수 있는 고유성이 인정되었다 그럼’ . 
에도 칸트의 작업은 여전히 인간 정신 능력에 대한 초월론의 지속 선상에 
있기 때문에 번스테인은 칸트의 이론에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
면서 동시에 아도르노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미적 반성에 대한 논의와 , 
결부시킴으로써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결여된 역사성을 되찾고 있다고 평
가한다.98) 칸트에 의해 정식화된 미적 반성이 아도르노의 예술 정의와 맞 
물려 비로소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는 역사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의 분
석이다 칸트는 규정적 판단력과 구별되는 반성적 판단력을 지성과 상상력. 
이라는 주관의 능력 사이의 하나의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미적 
판단이 인식과 도덕의 본질에 관한 판단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전략은 아도르노가 불가해성이라는 작품의 특성을 통해 작품. 
의 진리 내용을 정당화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도르노가 볼 때 작품. 
의 불가해성은 지성과 실천 이성이라는 규정적 판단력이 계속해서 개입하
도록 요구하면서도 규정적 판단에 이르지는 못하도록 차단한다 작품의 감. 
상에서 획득되는 진리 내용은 고정되거나 정적인 이념이 아니라 끊임없는 

97) 번스테인은  반성적 판단력과 구분되는 규정적 판단력 즉 지성과 실천 이성을 , 해
석적 이성( 이라는 용어로써 통칭한다interpretive reason) . Bernstein, op. cit., 
p. 194.

98) Bernstein, op. cit., p.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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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이며 이것은 미적 반성의 활동과 같기 때문에 지성과 실천 이성의 작
업과 구별된다 따라서 미적 반성은 해석적 이성에 의해 포섭되지 않고 자. 
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즉 예술작품이 촉발하는 미적 반성은 개념만으. , 
로 온전히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계몽의 기제인 합리적 사고에 대한 저항
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예술작품의 불가해성은 미적 반. 
성이 지성과 실천 이성의 편으로부터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진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 ( )ⅰ
미적 반성의 난점은 자율적 예술의 약점이 아닌 성립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 )ⅱ 사회적 난점은 예술작품이 인위적으로 형성된 사물로서 필연적

으로 사회의 일부이면서도 사회로부터 구분되는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생
겨나는 난관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난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아. 
도르노의 가상 개념을 통해 구제를 꾀할 수 있다 아도르노가 말하는 가상. 
은 가장 포괄적으로 보자면 예술작품이 경험적 현실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99) 예술작품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즉 구성된 것인 이상 사 
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예술이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 
가질 수 있는 근거이자 가상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근거는 작품의 형
식 법칙을 통해서이다 아도르노는 작품 내의 모든 계기들이 이루고 있는 . 
고유한 통일성을 형식이라 칭하는데 아도르노가 말하는 각 작품의 고유한 , 
통일성 즉 형식은 해당 작품 이외의 법칙으로는 해명되지 않는다 이렇듯 . 
고유한 형식을 통하여 오직 자체와의 동일성만을 가지게 되는 예술작품은 
나아가 무용성( )無用性 을 띠게 된다 예술작품은 단지 예술로서 창작될 뿐 . 
사회의 다른 도구적 사물들처럼 어떤 쓰임새를 충족시키지 않는다 예술작. 
품 역시 사회적 사물이기에 사고 팔리는 상품이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무, 
엇에도 소용없이 오직 자체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존재함으로써 사회에 대
한 비판이 된다 예술이 경험적 현실을 기준으로 하여 언제나 그와 다른 . 
자율적인 존재로 되고자 하지만 이러한 가상적 존재에 의한 현실의 구제 , 
역시 가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예술은 자신의 가상적 성격을 유지함으. 
로써 이러한 무기력을 받아들이는데 아도르노가 보기에 이러한 예술의 , “
우울증은 참여 예술작품이나 교수법적인 작품의 강령보다 더 올바른 의식

99) 정성철 아도르노의 자연과의 화해 이념 연구 서울대학교 미학과 박사학위논 , , 「 」
문 쪽, 2011,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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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00) 
아도르노가 예술의 무용성이 사회의 교환 원칙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저  

항의 태세에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였던 이유는 무엇과도 교환될 수 있는 
사물의 상태가 곧 인간의 상태가 될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 
주의 사회에서 사물들의 가치는 단지 그것이 얼마에 사고팔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이렇듯 교환 원칙에 속한 사물들의 상태는 자연스레 인간, 
으로 옮겨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도르노가 보기에 무용한 사물로 머무. 
르고자 지향하는 자율적 예술은 자신의 존재로서 위축된 사용 가치를 다
시 연상시킬 수 있으며 교환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던 사물들의 상태를 대, 
변해준다.101) 
문화산업은 이와 달리 자본가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구조를 문화적 측  

면에서 빈틈없이 보완하는 것으로서 아도르노에 의해 비판받는다 상품. ,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의 취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화 
상품은 대중이 원하는 바에 따름으로써 대중을 기만한다 대중의 취향 자. 
체가 자본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사람들이 사회의 .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충실한 노동자로서의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
하여 다양한 취향을 아우르는 셀 수없이 많은 상품들을 끊임없이 생산해
낸다 사용자를 위하는 시늉을 하며 오히려 사용자를 더욱더 사회의 지배. 
에 견고하게 옭아매는 것이다 문화산업은 아도르노의 견지에서 부정적인 . 
가상 혹은 허위적 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외된 자들의 삶을 . 
감동적인 이야기의 소재로 삼아 마치 화해가 실현된 듯 눈앞에 보여주는 
문화 상품이 그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서 문화산업은 인간들로부터 . 
소외된 것 타율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인간과 가깝거나 인간에게 속하는 , 
듯해 보이게 만들면서102) 실제로는 평화롭지 않은 사회의 상태를 허위적, 
으로 그려내기도 한다.103)

  그런데 위와 같은 자율적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주장이 모더니즘이라
는 사회적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더· . 
니즘은 그 정의상104) 이전까지의 것들과 구분된다는 특징을 가지며 모더 , 

100)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159. ( , 169-170 )『 』
101)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37-8. ( , 352 )『 』
102)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3. ( , 37-8 )『 』
103) 정성철 , op. cit. 쪽 참고 1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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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 예술 역시 과거의 주술적 종교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예술 고유의 ·
영역을 찾으려 하는 경향을 띤다 이처럼 모더니즘 예술이 이제까지 예술. 
로 취급되던 것들 다시 말해 전통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동시에 또한 , 
스스로 고유하게 정의되기를 원하는 상황은 자율적 예술이 마주한 또 하
나의 난관으로 볼 수 있다 번스테인이 파악한 바와 같이 예술의 전통이라. 
는 것이 무엇이 예술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축적된 바임을 인정‘ ’
한다면 이 축적된 대답들 없이 예술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일은 가능하지 , 
않기 때문이다.105) 아도르노의 이론이 예술이 이전의 것들과 달라야 한다
는 부정적 기준점을 상정할 뿐 그것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긍정적
으로 지시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번스테인의 말처럼 명백히 공허하고 “
일시적인 모험 이라고 볼 수도 있다” .106) 그러나 아도르노는 이렇듯 난처한  
상황 속에 그의 이론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바를 위치시킨다. 
그 정의상 이미 모순인 모더니즘 예술의 자율성이 잠시나마 성취될 수 있( )
다면 이는 구체적으로 작품의 새로움 혹은 새로운 작품 을 통하여 일시적, ( )
으로 획득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새로움의 일시적 성취, ‘ ’
도 아도르노는 비동일성 이라고 부른다.107) 아도르노가 동일성의 사유를 기 
반으로 하는 관념론에 대해 비동일성을 향한 방향 전환 을 시도하는 것을 ‘ ’
자신의 비판 이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108) 그에게 비동, 
일성은 그만큼 중대한 지향점이며 따라서 비동일성을 일시적으로 현현 가
능케 하는 새로운 예술 의 중요성 역시 크다고 할 것이다‘ ’ .
아도르노에 따르면 예술에서의 새로움  , 109)은 시장의 타율성으로부터 벗

104) 하버마스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미적 모더니티는 세기를 지 19
나며 생겨난 급진적 현대성의 관념이다 미적 모더니티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역. 
사가 앞으로 나아간다 는 시간 의식이다 미적 모더니티에서 과거의 전통은 타파해‘ ’ . 
야 할 규범이 되고 현재에 대한 소망이 반영된 미래와 새로움에 대한 열망 이 대‘ ’
두된다 모더니즘은 진선미의 영역 다시 말해 과학 도덕 예술의 영역을 구분하고 . , , 
각 영역의 진보를 지향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예술이 사람들의 삶과 유리되어 생활, 
세계의 빈곤을 유발하게 된다는 자체의 모순을 지닌다. Jürgen Habermas, <Die 
Moderne ein unvollendetes Projekt>, – Die Zeit ,《 》  Ausgabe Nr. 39/1980.

105) Bernstein, op. cit., p. 190
106) Ibid.
107)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41. ( , 46 )『 』
108) Adorno, Negative Dialektik, Jargon der Eigentlichkeit,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90. S. 24.
109)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41. (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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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기 위해 시장의 이미지 자체로부터 예술이 취하고 있는 미메시스적 
해결책이다.

예술은 새로움을 통해 언제나 변함없이 공급되는 것들과 구분됨으로써 소비 
를 유발한다 즉 팽창하지 않는 한 혹은 경제 용어로 새로운 것을 공급하지 . , 
않는 한 쇠퇴하고 마는 자본을 철저히 이용하려는 욕구에 따르는 셈이다 새. 
로움은 무한한 풍요를 약속하며 확대 재생산을 미적으로 나타내 주기도 한, 
다.110)

위  인용문에서 우리는 아도르노가 예술의 새로움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사고 팔리는 시장의 상품들의 무한한 풍요 나 확대 재생산 에 대한 미메‘ ’ ‘ ’
시스111)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도르노의 견지에서 시장의 . 
상품들이 가지는 새로움은 진정한 새로움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멈추, 
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확대 재생산 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 ’ . 
율적 예술이란 전에 없던 새로움을 추구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성취하기 때
문에 언제나 , ‘ 변함없이 공급되는 것들 즉 상품과는 다르다 새로움이라는  ’ . 
특징으로써 상품 사회에 대한 비판이 된다 여기서 새로움이 단지 일시적. 
으로만 성취 가능하다는 점은 일면 예술의 무기력함이자 논리적 허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움을 획득하는 예술작품이 단지 일시적으. 
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새로움의 일시성은 불변적인 , 
진리를 추구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관념론적 전통에서 벗어나 소
멸을 인정하고 역사성을 지향하려는 예술의 몸짓이다.112)  
이 같은 새로움의 일시성은 동시대 사회 상황과 이제까지의 전통 모두  

110)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9. ( , 44 )『 』
111) 아도르노는 자신의 이론을 통해 미메시스 를 개념적 인식의 대안으로  (mimesis)
제시한다 그는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시스 개념을 계몽 이. 
전의 주체 대상 간의 만남으로 파악하여 그 개념을 확장 재논의 한다 미메시스와 - · . 
개념적 인식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의 고유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혹은 주체가 
대상의 고유성을 강제로 제거하는지에 달려 있다 개념적 인식에서는 개념이 대상. 
에 대해 비동일한 부분은 제외하고 동일성으로써 파악가능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
는 방식을 취하고 따라서 합리적 판단에서는 자연스레 개념의 우위가 생겨난다, . 
반면 개념을 통한 인식과 달리 미메시스에는 포섭이나 지배가 없으므로 보편과 특, 
수의 관계가 아닌 특수와 특수 사이의 친연적 관계 형성이 가능해진다.

112) 미학이론 쪽 참고 Adorno, ÄT, S. 55. ( , 62 )『 』



- 36 -

에 대한 저항이 된다 그러나 예술작품의 새로움이 유토피아. 113)를 직접 보
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정의 상 그 어디에도 없는 곳 그러니까 . ‘ ’, 
비 장소 를 의미하는 유토피아는 언제나 현실을 기준으로 삼고 그에 대한 ‘ - ’
안티테제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움과 같다. 
새로움과 같이 정의 상 실현이 불가능한 유토피아가 예술적으로라도 실현
된다면 이는 유토피아의 시간적 종말이 될 것이다.114) 허위적 가상을 그려 
내거나 기만적인 위안이 되지 않기 위해 예술은 오직 절대적 부정성을 통
해 유토피아를 가리켜야 한다.

이론과 마찬가지로 예술도 유토피아를 구체화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도 결코 . 
그럴 수는 없다 그것의 절대적인 부정성을 통해 예술은 말로 표현할 수 . [ ] …
없는 것 즉 유토피아를 말하게 된다 새로운 예술에 등장하는 혐오스럽고 지, . 
긋지긋한 징후들은 모두 그러한 형상의 주위에 모이게 된다 새로운 예술은 . 
화해의 가상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화해되지 않은 것 가운데에서 화해를 견
지한다 이는 유토피아의 현실적 가능성 즉 생산력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 , 
지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낙원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극단에서
는 총체적인 파국의 가능성과 결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올바른 의식이다.115)

위 인용문을 통해 아도르노는 예술이 유토피아를 어떠한 방식으로 그려  
야 하는지 설명한다 화해되지 않은 사회에서 화해는 가상이며 이때 화해. 
의 가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리어 화해되지 않은 상태의 지속에 동조하
게 될 뿐이므로 예술은 화해되지 않은 사회에 대한 허위적 가상으로 될 , 
것이 아니라 사회를 기준으로 어느 경우에나 그와 다른 것을 가리키는 절‘
대적 부정성 을 유지해야 한다’ .
나아가 아도르노는 새로움이 전에 없던 것 따라서 예기치 못했던 것으  ‘ ’ 

113)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 의 저서 최선의 국가 형태와 새로운 섬  (Thomas More) 『
유토피아에 관하여(De optimo rei publicae statu deque nova insula Utopia)』
에서 유래된 용어로 없는 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접두사 와 장소 를 의미하는 , ‘ ’ ‘ ὐ’ ‘ ’ο
그리스어 명사 가 합쳐져 말 그대로 없는 곳 혹은 존재하지 않는 장소 를 ‘ ’ ‘ ’ ‘ ’τόπος
말한다 유토피아는 언제나 현실을 기준으로 두고 현실에는 없는 곳을 지시하고 있. 
으므로 그 정의상 결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실을 라 가정할 , . , ‘A’
때 유토피아는 로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not A’ . 

114)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55. ( , 61 )『 』
115)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55. (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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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감상자에게 충격 혹은 전율을 준다고 말한다.116) 합리적 사고로서 남 
김없이 해명 가능한 것은 새로운 것일 수 없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요인, “
들로 인해 성취된 암호적인 폐쇄성 즉 자율성으로써 과거의 것 사회에서 ” ,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 되는 예술작품만이 이러한 
새로움을 도모할 수 있다.117) 새로움을 통한 사회에 대한 비판과 거부는  
이렇게 예술의 객관적 계기가 되며,118) 사회의 안티테제로서 존재하기 위 
한 예술의 필수적 전제가 된다 이렇듯 미적 반성 새로움 유토피아와 같. , , 
은 다양한 개념들의 성좌를 통해 우리는 일면 예술의 결함으로 보일 수 , 
있는 자율성이 도리어 작품이 자체로서 합리적인 존재가 되고 사회의 부
정성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116)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6~41. ( , 42, 45 .)『 』
117) 미학이론 쪽 Ibid., S. 36. ( , 42 .)『 』
118) 미학이론 쪽 Ibid., S. 41. (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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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르노의 참. Ⅱ 여예술론 비판

그런데 자율적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주장은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저항적 반응으로서 등장한 참여예술론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
이기에 참여예술과 참여예술론에 대한 그의 비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 
것이다 아도르노에 의해 대표적인 참여예술론자로 비판받는 사르트르는 . 
예술의 참여를 지지하는 이들 중 세기에 가장 가시적인 인물로서 회자20
된다.1)

 참여예술 이란 당대의 사회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 (engagement)
탕으로 작품으로써 사회의 변화 내지 전복을 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예
술을 말하며 참여예술론은 예술이 응당 그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이, 
론을 지칭한다 치우치지 않는 예술 은 지배 집단. “‘ ’(art being impartial)
에 속하게 될 뿐”2)이라는 브레히트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예술가의 작“( )
업이 어떤 계급에 봉사해야 할지 결정하도록 촉구한다.”3)는 벤야민의 견
해가 바로 이러한 참여예술론과 상통하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참여예술론. 
자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쇼아와 같은 당시 사회 조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참여예술론을 주장하게 되었, 
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4) 아도르노가 보기에 참여예술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그것이 주장하고 있는 예술
의 형식과 목적이다 아도르노는 앙가주망 과 미학이론 두 곳에서 참여. 「 」 『 』 
예술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때 그가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 
는 것이 사르트르와 브레히트이다 브레히트의 경우 주로 작품의 측면에서 . 
비판되는 한편 사르트르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은 참여예술에 대한 그의 

1) Geoffrey Baker, The Aesthetics of Clarity and Confusion: Literautre and 
Engagement since Nietzsche and the Naturalist,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2016, p. 164.

2) Bertolt Brecht, Brecht on theatre: the development of an aesthetic, ed. 
Marc Siilberman, Steve Giles and Tom Kuhn, London: Bloomsbury, 2014, 
p. 246.

3) Walter Benjamin, “The Artist as Producer”, The Essential Frankfurt 
School Reader, ed. Andrew Arato and Eike Gebhardt, New York: 
Continuum, p. 255.  

4)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65. ( , 37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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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먼저 사르트르의 참여예술론과 그에 대한 아도, 
르노의 비판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사르트르의 참여예술론1.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학은 작가를 싸움  ‘
터로 끌어들이니 작가는 독자를 위한 창작으로써 이 전쟁 에 참여해야 ’ ‘ ’
한다고 말한다.5) 예술의 참여에 대한 이 같은 사르트르의 주장은 그의 실 
존주의적 사유로부터 기인한다.6) 사르트르는 참여예술의 목적이 자유의  ‘
수호 에 있다고 말하는데’ 7) 사르트르적 사유 안에서 자유 란 흔히 말하는 , ‘ ’

5)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69. ( , 92 .)『 』
6)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전체를 요약적으로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그의  . 
실존주의는 참여문학론의 사상적 배경으로 공명하고 있기에 본고에서 사르트르의 , 
참여문학론을 규정적 부정의 방법으로써 비판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대략적인 골자
를 밝혀둘 필요가 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 불리는 사르트르의 철학은 실존이 . “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 이외의 다른 존재가 아니다.”, “ .” 
등의 말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그에게 세계는 즉자존재 인 사물. ‘ (l’être-en-soi)’
과 대자존재 인 인간으로 나뉘고 대자존재 인 인간은 다시 자아‘ (l’être-pour-soi)’ , ‘ ’
와 타자 즉 자아와 대타존재 로 구분된다 사르트르의 참여, ‘ (l’être-pour-autrui)’ . 
문학론이 핵심적으로 관련 맺는 자유 라는 개념에서는 특히 대자존재 로서의 인‘ ’ ‘ ’
간 더하여 자아와 타자의 상호연관성이 문제가 된다 본문에서 언급하듯 사르트르, . 
가 보기에 실존하는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의무가 부담되어 있는데 이때 자유는 자, 
아의 자유 뿐 아니라 타자의 자유 역시 포함한다 사르트르가 참여문학론을 주장하. 
는 이유 역시 개인으로서의 작가가 자아와 타자 독자 의 자유를 동시에 이룩해야 ( )
한다는 요청 내지 지시인 것이다. 

사르트르가 데카르트 의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René Descartes) (“ . .”, 
원칙을 자아와 타자의 존재를 논증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cogito ergo sum) 

있음에도 그의 실존주의는 타자의 존재를 자아의 존재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만, 
듦으로써 신 이나 존재 와 같은 개념에 드리운 일자 의 그림( ) (Dasein) ‘ ( , l’Un)’神 一者
자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일자를 전제하는 사상이 절대적 진리를 상정함으로. 
써 소위 주변부라고 일컫는 것들을 부수적이라고 간주하고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하
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예를 들면 이성보다 열등한 감성 정신보다 후순위인 신체( , , 
남성에 속한 여성 등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인간의 실존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 
라보는 시선 을 기반으로 자아와 타자의 관계 형성되고 이것이 자아의 존‘ (regard)’
재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타자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고찰하는 .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일자의 절대성 다시 말해 이전까지의 관념론에 대한 반론‘ ’, 
이라고 볼 수 있다 변광배. , 장 폴 사르트르 타자를 발견하다 처음 읽는 프랑 , , 「 」 『
스 현대 철학 도서출판 동녘 쪽 참고, , 2015, 15~48 .』

7)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69. (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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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움 과는 다르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도 불리는 사르트르의 사유‘ ’ . 
에서는 신을 비롯하여 결정되어 있거나 초월적인 존재가 부정당하며 인간 , 
존재 역시 하나의 고정된 본질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끊임
없이 선택되는 개인의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 즉 실존으로서 간주된다. 
이렇듯 인간이 결정론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유 그 자체 라고 말하지‘ ’
만8) 이는 단순히 무엇이든 선택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르트르에 , .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의지나 상황에 대한 
기대 등을 가지게 되지만 이 모두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면 아
무런 의미도 없으며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후 지나간 , 
일에 대하여 스스로의 선택 외에 다른 것을 핑계로 댄다면 그는 비겁한 
자 혹은 자기기만을 행하는 자가 된다.9) 사르트르는 비겁한 자 혹은 자기 
기만을 일삼는 자를 정적주의 라는 말로 비판한다( ) .靜寂主義 10) 실존하는  
인간 즉 자유로운 인간이기 위해서 개인은 언제나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롭도록 . “
선고받았다.”(l’homme est condamné à être libre)11)라는 사르트르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 그의 사유에서 자유는 오히려 인간의 실존에 강제
적으로 부여된 책임과도 같은 것이다.12)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지에서 인간은 부단히 자신의 실존을 일구어나가  

는 과정 속에 있다 항상 구체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개. · ·
인에게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혹은 자신이 처
한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진다.13) 하지 않음 역 ‘ ’ 
시 사르트르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계속되도록 둔다 는 하나의 선택인 것‘ ’
이다 예를 들면 파시즘이라는 상황에서 무위 는 상황에 대해 묵인하. ( ) ‘無爲
는 것 나아가 그것에 협력하는 것 과 다름없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입장’, ‘ ’
일 것이다.14) 사르트르가 보기에 파시즘과 쇼아라는 극심한 사태로부터  

8)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박정태 역 이학사 쪽 , , , , 2008, 44 .『 』
9)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박정태 역 이학사 쪽 , , , , 2008, 54, 57~8 .『 』
10)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박정태 역 이학사 쪽 , , , , 2008, 57~8 .『 』
11)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박정태 역 이학사 쪽 , , , , 2008, 44 .『 』
12) 사르트르 존재와 무 동서문화사 쪽 , , , 2016, 780~1 .『 Ⅱ』
13) 정소성 사르트르 생애와 사상 존재와 무 동서문화사 쪽 , , , , 2016, 1054~6 .  「 」 『 Ⅱ』
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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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빠져나온 년의 상황에서 작가 개인에게 요청되는 바는 그들이 자1947
신의 자유 나아가 독자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작품으로써 참여하는 것, 
이다.15)   
이러한 입장을 기반으로 하여 사르트르는 년 월 보부아르  1945 10

와 함께 창간한 잡지 현대(Simone de Beauvoir) (Les temps 《 》
의 서문에서 예술의 정치 참여를 그 이념으로 공표하고modernes) , 1948

년 상황 (《 Ⅱ》 SituationⅡ 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문학이란 무엇인가) 『 』
(Qu'est-ce que la littérature? 에서 예술의 참여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
밝힌다.16) 문학이란 무엇인가 에 속한 네 편의 글 『 』 17)은 각각 참여예술의 
장르 독자 상황 등을 초점으로 하여 예술가가 예술로써 참여해야 한다, , ‘ ’
는 사르트르의 주장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사르트르의 참여예술론에 대. 
한 아도르노의 비판은 제 장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 치중되어 있다1 . 「 」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서 사르트르가 주요하게 주장하는 바는 시와   「 」

산문이 작품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
한 문학적 장르이며 참여 가능한 예술의 장르는 산문에 한정된다는 것이, 
다 사르트르의 견지에서라면 작가의 글쓰기 역시 행동이자 참여이며. 18), 
작가는 작품을 통해 세계와 인간을 독자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독자가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글쓰기의 목
적으로 한다.19) 이런 목적을 위해 쓰이는 글에서 언어는 전해야 할 바를  
제대로 전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20) 따라서 사르트르가 볼  

15)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223~4. ( , 364~5 .)『 』
16) 예술의 참여에 대한 사르트르의 이론은 자체로만 보자면 참여예술론보다는 참여 
문학론이라 일컫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사르트르는 . 예술 장르들 중에서도 인
간의 의지를 반영하여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학 그 중에서도 산, 
문만이 참여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가 참여예술 일반에 대한 . 
연구라는 점 사르트르의 이론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참여 불 가능성을 기준으로 , /
예술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참여예술론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구태여 참여문학론 이라고 표기하지 않기로 한다‘ ’ . 

17) 문학이란 무엇인가 는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Qu’est-ce qu'écrire?), 『 』 「 」 「
위한 글쓰기인가 누구를 위하여 쓰는가(Pourquoi écrire?), (Pour qui 」 「 」

년의 작가의 상황 이라는 네 écrit-on?), 1947 (Situation de l'écrivain en 1947)「 」
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18)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37. ( , 31 .)『 』
19)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38. ( , 33 .)『 』
20)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35. (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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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참여하는 작가의 글은 본질적으로 실용적이며 언어가 지시 대상에 대, 
한 기호로서 역할에 충실한 산문이어야 한다.21)  
사르트르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하는 산문의 언어는 그 자체로 의  

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 
다고 하자 우리는 그 단어 즉 언어를 통해서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을 알. 
게 된다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종종 이 언어가 지시하는 관념은 머리에 . 
남아있지만 이를 전달해준 언어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전혀 기억해내지 , 
못하는 경험을 한다.22) 이러한 경험에서 둘 이상의 사람이 같은 대상을  
두고 아 그것 이라고 떠올리면서도 그것 을 지시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 !’ ‘ ’
는 말하지 못한다고 해보자 이 경험에 대해 사르트르가 다음과 같이 말할 . 
것이 예상된다 언어가 제 기능을 했고 이를 통해 전달된 관념이 남아있다. 
면 전달의 도구 혹은 매체에 불과한 언어 자체가 사라진 것은 문제가 되, 
지 않는다 따라서 산문의 언어는 대상에 대한 지시적 기능 외에 어떤 자. 
체적 역할도 없다고 말이다. 
이와 같이 산문의 참여에 대한 사르트르의 논의는 작가의 책임의식과 더 
불어 언어의 의미 전달 가능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다시 . 
말해 사르트르의 참여예술론은 작가가 작품에 투영한 결의가 언어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리라는 믿음 그리고 언어가 독자의 사유를 변화시키고 나, 
아가 사회 변혁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작가의 믿음을 토대로 한
다.23) 
자체로서는 햇빛이 통과하는 유리창처럼  ‘ ’24) 투명한 산문의 언어가 지시 

하는 사물을 조명하는 데 치중하는 한편 시인의 언어는 자체의 사물성을 , 
드러내는 불투명한 것이다25) 사르트르는 문장이 투명하게 어떤 의미를 . 
전달하여 이해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요소들, 
이 소리나 색채처럼 조합되어 형성하고 있는 문장이 그것 자체로 독자의 
분명한 이해를 막고 있다고 설명하는 듯 보인다 사르트르는 의미의 전달. 
에 초점을 둔 산문의 언어와 달리 시인은 언어를 도구로써 사용하기를 거, 

21)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34~5. ( , 27~8 .)『 』
22)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35. ( , 28 .)『 』
23)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228. ( , 373 .)『 』
24)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35. ( , 28 .)『 』
25)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34. (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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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며 말을 마치 물질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여타 예술의 재료들과 같
이 사물로 취급한다고 언급한다.26) 

시인은 화폭 위에서 여러 색을 배합하는 화가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시인이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겉보기에 지나지 않고 시인이 진실로 하는 일은 한 대상의 창조이다 사물, . <
로서의 낱말들 이 색깔이나 소리의 경우와 같이 균형과 불균형의 마술적인 >
배합에 의해서 서로 뭉치는 것이다 그것들은 서로 끌어당기고 떠밀어내고 . 
불태우며 그 결합이 사물로서의 문장 이라는 시적 단위를 구성한다< >, < > .27)

위 인용문에 나타나듯   화가나 작곡가가 색채나 소리 등을 소재로 삼아 
조합시키고 이를 통해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하나의 고유한 작품을 완
성하는 것과 같이 사르트르가 보기에 시인의 창작물 역시 하나의 사물이 , 
된다.28) 이처럼 사르트르는 시인의 창작을 화가나 작곡가의 작업과 동일 
시하면서 작가의 결의를 투명하게 전달할 수 없는 시의 언어가 참여에서 ,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참여로부터 시를 추방하는 사르트르는 산문에 내재한 어떠한 시적 요소  

들도 가능한 한 배제하고자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문체는 물론 산문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문체는 눈에 띄지 말아야 . 
한다 말들은 투명하고 시선이 말들을 뚫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 사이에 흐리. , 

26)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28~9. ( , 17 .)『 』
27)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32. ( , 23 .)『 』
28) 문학이란 무엇인가 에 드러나듯  『 』 시를 하나의 고유한 사물로서 간주하는 사르트
르의 견해는 시적 언어의 순수성과 율동성을 시의 본질로 여긴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 와 발레리) (Paul Valéry 의 시론에 이미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 , 
사르트르의 고유한 시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를 통해 표현되는 미 외에는 . ( ) 美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본 말라르메는 시인이 낱말들에게 주도권을 양도하여 그것들
이 자유롭게 서로 충돌하고 반영하는 등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다 한편 말라르메를 시적 스승으로 삼았던 발레리는 나아가 시의 언어가 여느 때. “
의 양상들에 따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결합 되어 마치 화음들이 서로 대응하는 ”
것처럼 서로 공명한다고 주장한다 두 예술가와 사르트르의 시론은 공통적으로 시. 
의 언어에서 형식을 본질적인 것으로 상정하며 나아가 시가 다른 모든 것과 구별, 
되는 고유한 사물성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스테판 말라르메 시집 황. , , 『 』
현산 옮김 문학과 지성사 쪽 폴 발레리 발레리 선집 박은수 옮김, , 2005, 32-3 ; , , , 『 』
을유문화사 쪽, 1999, 162 .



- 44 -

터분한 유리를 끼워 넣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만일 독자가 . [ ] …
글의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서 대하려 한다면 의미가 상실되고 말 것이며 남, 
는 것은 다만 지루한 율동뿐이리라 산문에 있어서 미적 쾌감은 말하자면 덤. 
으로 올 때에만 순수한 것이다.29)

사르트르가 보기에 작가가 결의를 작품 안에 넣기 위해 낱말들을 구성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체를 가지게 되지만 작품의 문체는 어디까지나 산문, 
에서 의미에 부차적인 가치이다 나아가 그는 투명하게 의미를 전달해야 . 
할 언어가 문체로 인하여 어떤 분명한 전달의 가능성을 흐리고 도구에 불
과한 언어의 사물성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체는 가능하다면 눈에 띄
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르트르는 산문을 읽는 독. 
자들로 하여금 미적 쾌감을 단지 부차적인 것으로 보도록 강조한다 이 역. 
시 언어가 전달해야 하는 작가의 결의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양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사르트르는 자신이 문학의 형식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이렇  

게 반박한다 내용만을 두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형식을 무시한다고 공격. “
하는 자들이 있다 형식으로 말하자면 미리 언급해야 할 것이 전혀 없으며 . 
따라서 우리는 형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 .”30) 사르트 
르가 산문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결의의 표현인 내용이며 자신은 이에 
대해 주장했을 뿐이라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르. 
트르가 시와 산문을 구별 짓고 시를 참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 산문의 창, 
작과 수용의 측면에서도 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문체나 미적 쾌감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31) 다음 절에서 살펴볼  

29)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39. ( , 34~5 .)『 』
30)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Ibid. ( , 35 .)『 』
31) 지영래는 시와 산문에 대한 사르트르의 구분을 장르적 구분이 아니라 작품에 대 
한 태도의 구분으로 재해석하기를 제안한다 지영래는 다분히 극단적인 사르트르의 . 
시 산문의 구분이 문학의 아름다움을 배제한다는 인상이 가지는 결함을 보충하고/ , 
그럼에도 사르트르의 구분에서 취할 수 있는 계시적 핵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르, 
트르의 장르적 구분을 시적 태도 와 산문적 태도‘ ’(l’attitude poétique) ‘ ’(l’attitude 

라는 미학적 입장의 구분으로 바꾸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prosaïque) . 
사르트르가 언급한 것처럼 모든 시에는 산문적인 양상이 있고 모든 산문에는 시‘ , 
적인 양상이 있는데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지영래는 시적 태도 와 산문적 ( , 54 )’, ‘ ’ ‘『 』
태도 로써 이 같은 작품의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지영래 문학의 문체’ . , 「
와 미술의 화풍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집 지영래 사르트르의 언어, 17 , 200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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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르노의 사르트르 비판 역시 바로 이러한 점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
다.

아도르노의 참여예술론 비판2. 

인종 청소 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몰살하기에 이  ‘ ’
른 당시 사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하여 사르트르와 아도르노는 같은 견해
를 가진다. 아도르노는 사르트르가 참여예술의 목적으로 삼는 바 즉 부정, 
적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이다.32) 그러나 아도르 
노가 보기에 세상에 불의가 있다 는 작품의 교훈 은 사람들 ‘ ’ (fabula docet)
사이에 이미 사회적인 사실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 
작품을 통해 학습될 필요는 없다.33) 그가 보기에 예술의 참여에 대한 주 
장은 작품에 불어넣은 의미들이 예술로부터 현실로 옮겨질 수 있고 이로 , 
인해 실제 현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순진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34) 
아도르노는 주장하기를, 카프카의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더 이상 세계와  “
어떤 평화 상태를 이루거나 세계가 잘못되었다 는 판단으로 스스로를 위‘ ’
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35)기는 반면 참여예술가들은 자신이 예술을 , 
통해 사회의 부정성에 관한 진실을 말한다는 자기 확신에 차 있다 자기 . ‘
위안의 기회를 박탈하는 예술 과 자기 확신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 중 아도’
르노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후자인 참여예술이다 그는 현실을 전. 
복하자는 참여예술의 의도가 도리어 그와 반대되는 심연으로 빠지게 된다
고 주장한다.36)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참여예술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작품에 투영하는 작가의 결의에 내재하는 자기 확신이고. , 
다른 하나는 예술을 더 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는 행위이다 이 두 가지. 
는 참여예술이 타파의 대상으로 삼는 부정적 사회 상황이 사상적 실질적 ·

와 문체 그리고 번역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집, , 35 , 2011. 」 『 』 
32) Adorno, EN, S. 425~6.
33) Adorno, EN, S. 418.
34) Adorno, EN, S. 414.
35) Adorno, EN, S. 426.
36) Adorno, EN, S.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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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으로 하고 있는 계몽과 합리주의의 기제를 답습한다 우리는 앞서 쇼. 
아를 비롯한 당시의 사회 상황이 계몽의 왜곡된 발전에 기인한다는 아도
르노의 비판을 살펴본 바 있다 아도르노가 파악하기에 주체와 개념에 대. 
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는 계몽주의적 사유는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파시
즘과 쇼아와 같은 인류의 자기 파괴를 가져왔고 파시즘과 쇼아는 인간을 , 
비롯한 모든 사물의 전방위적 도구화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그에 대한 비. 
판을 의도하는 참여예술이 계몽과 합리주의의 특질 즉 자기 확신과 대상, 
의 도구화를 내재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획이 되는 , 
것이다.  
아도르노는 참여예술론에 투영되어 있는 주체의 자유와 선택에 관한 무  (

신론적인 사르트르의 관념이 사실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거역) ‘
하는 자이다 라는 기독교적 교리와 다름없다고 언급한다.’ .37) 사르트르는  
주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 선천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
하면서도38)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 ‘ ’ 
우 정적주의에 빠지는 것으로 간주하는데39) 우리는 여기서 사르트르적 , 
의미의 자유가 실제로는 강제적 성격을 띤다는 아도르노의 해석을 이해할 
수 있다 베이커의 분석과 같이 자신의 이론과 예술에서 일관되게 역사적 . , 
특정성 물질적 상황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르트르는 독일 관념론과 플라톤, 
주의의 유물로부터 자신의 미학적 주장을 완전히 떼어내는 데는 실패한 
듯하다.40) 
더하여 앞서 언급되었던 산문 언어의 투명성 에 대한 사르트르의 주장   ‘ ’

역시 이 같은 당위성이 반영된 다소 무리한 주장이다 언어가 작동하는 방. 
식에 대한 사르트르의 이해는 참여예술론이 기반으로 하는 기본 전제 즉 , 
산문과 다른 예술장르들 예컨대 음악 회화 그리고 시 사이의 구분의 , ― ― 

37) Adorno, EN, S. 413.
38)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쪽 , , 48 .『 』
39)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쪽 , , 57 .『 』
40) 사르트르는 자신의 자서전 말 에서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Les Mots, 1963) . 『 』
플라톤주의자로서 나는 지식으로부터 그것의 대상으로 나아갔다 나는 사물에서보“ . 
다 이념 안에서 더 많은 현실을 발견했다.” Jean-Paul Sartre, Les mots, Paris: 
Éditions Gallimard, 1964. p. 44. (Geoffrey Baker, The Aesthetics of Clarity 
and Confusion: Literautre and Engagement since Nietzsche and the 
Naturalist 에서 ,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2016, p. 167~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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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다.41) 언어에 지시적 기능이 있다는 견해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겠
으나 햇살을 투과시키는 유리창에 대한 사르트르의 비유에서처럼 언어가 , 
사물을 투명하게 비추어 의미로 이행하게 해 준다는 견해에는 다소 논쟁
의 여지가 있다 특히 문학의 언어가 지시적 기능으로 환원되는 데 동의할 . 
이는 더욱이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사르트르 자신도 동의하지 (
않을 것이다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진 언어의 자리에 지시된 관념만이 뇌). 
리에 남아 있는 앞서의 사례에서 우리는 지시 대상과 언어의 관계가 필연
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라는 사실을 포착하게 된다 즉 가 가리키는 관념. A
과 라는 언어는 동일하지 않고 단지 임의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뿐이므A
로 둘은 같은 것이 아니며 둘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 즉 비동일성이 존재, , 
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의미의 전달이라는 언어의 기능에 언제나 . 
불일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언어가 의미를 투명하게 전달하리라는 신, 
뢰를 기반으로 한 사르트르의 이론에는 그 전제에 결함이 있다. 
한편 적극적인 참여가 예술가들의 책무라는 참여예술론의 주장과 달리   

아도르노는 일견 비정치적으로 보이기 쉬운 자율적 예술이 사실 그 자체
로 사회 정치적이라고 밝힌다.42) 아도르노의 주장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 
고유한 내적 형식을 통하여 오직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을 가지게 되고 이, 
로써 경험적 현실 및 사회의 어떤 사물들과도 구별되는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43) 형식으로써 성취되는 예술의 자율성은 예술이 사회와 거리를 둠 
으로써 존재 자체로 사회에 대한 비동일성 이 될 수 있는 토대이다 아도‘ ’ . 
르노의 입장에서 참여예술에 주입되는 사유는 작품의 재료 중 일부에 불
과하며44) 이러한 협의의 내용 은 아도르노적 의미의 형식 안에 포함된, ‘ ’
다 사르트르가 시의 존재론에서 타당하게 파악하듯 예술작품은 다른 것들. 
과 구별되는 하나의 사물로 창조되며 그 안의 재료 세부들의 구성 구성, , , 
요소들 사이의 관계망 나아가 내용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모든 것이 내재, 
적 구조 다시 말해 형식과 같다는 것이 아도르노의 입장이다, . 그가 미적 ‘

41) Geoffrey Baker, The Aesthetics of Clarity and Confusion: Literautre and 
Engagement since Nietzsche and the Naturalist,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2016, p. 168~9.

42) Adorno, EN, S. 430.
43) Adorno, ÄT, S. 14~5.
44) Adorno, EN, S.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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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이라 부르는 것은 작품의 고유한 통일성이며 이것은 산만한 것들을 ’ , 
비폭력적으로 종합하면서도 그것들이 분열되고 모순되는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작품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넣고 제할 것인 
가 개별 계기들을 어떻게 관계 맺도록 할 것인가 등 예술적 작업은 그 자, 
체로 형식화 작업과 같다.45) 
아도르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만 예술작품은 비개념  

적인 대상으로서 인식이 될 수 있으며46) 작품의 개념적인 요소만을 분리, 
시켜 이를 전달되어야 할 작품의 핵심이나 목적으로 보는 태도는 예술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작품에서 추출된 이념은 그것 자체. 
로 작품 외부의 개념적 명제와 차이가 없다 그것은 단지 작품 안에서 형. 
식의 일부로 존재할 때만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작품의 . 
형식은 단지 자체의 합목적성을 가질 뿐 외부의 어떤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술이 과거와는 다르게 종교 주술 등 외부 목적에 봉사. , 
하지 않으며 사회의 기제와 거리를 두면서도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 
인데 참여예술은 작품의 본질인 형식으로부터 협의의 내용을 구분함으로, 
써 예술을 다시금 노예적 상태로 되돌린다. 
아도르노는   작품에 투영되어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메시지가 논리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좋은 예술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협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단지 작품의 한 재료 이상이 될 수
는 없다는 것이 아도르노의 견해이다.47) 사르트르가 산문이 전달해야 할  
결의를 위하여 문체가 자취를 감추어야 한 것과 정반대로 아도르노는 어, 
떠한 사회 비판도 예술적 형식으로까지 고양되어야 하며 선언문에서와 같, 
이 어떤 명제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변형되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48) 
이러한 정치성을 전면에 표방하는 참여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은   

역설적으로 예술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아도르노의 믿음을 담고 있다. 
그는 다만 예술의 정치적 가능성은 참여하지 않음 을 전제하며 예술이 ‘ ’ , 
사회로부터 가지는 거리 즉 예술의 자율성으로부터 발원한다고 주장한

45)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216-8. ( , 231 .)『 』
46) Adorno, EN, S. 428.
47) Adrono, EN, S. 414.
48)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71. (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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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9) 아도르노에 의하면 예술은 존재 자체로 사회의 일부이기에 참여적 , 
이며 예술 자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의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실천이, “
다 그러나 이는 단지 아무것도 선동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50) 참” 
여예술에 대한 사르트르의 주장은 예술작품을 진정한 실천으로 만들기 위
해서는 작가가 여기에 메시지를 주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아도르노는 , 
예술이 형식이라는 본질을 통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존재 자체로 
사회정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51) 다시  
말해 아도르노는 예술은 저항적 메시지 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 ’
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무엇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52) 오직  
내재적 형식으로써만 저항적 힘을 가질 가능성을 담지 한다고 말한다.
한편 아도르노는 작가의 미학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이 언제나 상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르트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한다.

피카소와 사르트르는 그와 같은 모순 앞에서 그들이 미학적으로 옹호하는 바
와는 전적으로 대립되는 정치를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치는 . 
그들 자신의 명성이 선전 가치를 지니는 한에서는 임시변통적으로 인정을 받
기도 한다 그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단지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에 대. [ ] …
한 비판으로서만 적절하다 그들이 자신의 살을 잘라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53) 

위 인용문에서 아도르노는 사르트르의 정치와 미학이 서로 모순적이라  
고 말한다 아도르노는 사르트르의 참여예술론을 그의 정치적 입장으로 간. 
주하고 비판한 것이며 이러한 비판은 따라서 사르트르의 미학적 입장 전, 
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 사르트르가 시를 산문으로부터 엄격히 구분함으. 
로써 참여예술의 범주에서 배제하기 위해 써 내려간 문학이란 무엇인가『 』
에서의 시론은 사르트르의 미학이 침투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 그의 의
도와 달리 참여예술론에서 정당화되는 것은 산문의 존재론이나 참여예술
의 정당성이 아니라 사르트르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시의 가능성이다 즉 . 

49) Adorno, EN, S. 429~30.
50)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65. ( , 375 .)『 』
51) Adorno, EN, S. 429~30.
52) Adorno, EN, S. 430.
53)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79~80. ( , 3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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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트르의 시론은 도리어 참여 불가능한 예술 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방‘ ’
증해준다.  

시에 있어서는 패자가 곧 승자이다 그리고 진정한 시인은 승리하기 위해서 . 
죽음에 이르기까지 패배하기를 선택한 사람이다 만일 구태여 시인의 참. [ ] …
여를 들먹여야 한다면 시인이란 패배를 향하여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 
두자 시인은 인간의 기도의 전체적 좌절을 확인한다 그리고 자기의 개. [ ] . …
인적인 패배를 통해서 인간 모두의 패배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좌
절을 겪도록 처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듯이 . 
산문가와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산문의 이의 제기가 더욱 커. 
다란 성공을 겨냥한 것인 반면 시의 이의 제기는 모든 승리의 밑에 숨어 있, 
는 패배를 겨냥하는 것이다.54) 

  
위와 같은 시에 대한 사르트르의 태도는 아도르노가 예술에 대해 취하  

는 태도와 상통한다 위 인용문처럼 승리하기 위해 패배하는 혹은 패배해. ‘ (
야만 하는 시 인 의 상황은 단지 무력한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부)’ ( )
정성에 대해 거부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자율적 예술의 역설적 상황
과 유의미하게 공명한다. 아도르노가 앙가주망 에서 사르트르의 참여문학「 」
론과 참여문학 작품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예술 일반에 대한 , 
사르트르의 견해를 타당한 것으로서 수차례 인용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55)  
우리는 여기서 사르트르의 참여예술론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에 재고  

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이커가 지적하듯 아도르노가 참여. , 
예술론을 근거로 사르트르를 단호하게 비판하는 것과는 달리 예술 특히 문(
학 의 혁명적 잠재성에 대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당)
한 변화를 겪는다.56) 특히 문학이란 무엇인가 단지 년 정도의 시차를  1『 』 

54) 문학이란 무엇인가 쪽 Sartre, WL, p. 335. ( , 54 .)『 』
55) 사르트르의 왜 쓰는가 는 다음과 같은 부정할 수 없는 문장을 담고 있다 그  “ < > : ‘
누구도 반유대주의를 찬양하는 좋은 소설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술작품의 자율적인 것과 작품에는 들어 있지 않으나 현실에 대한 고유.’”, “ , 
한 제스처인 의지 사이의 관계를 포착한 것은 다름 아닌 사르트르이다 그가 쓰길 . 
예술작품에는 목적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예술‘ ; . 
작품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다.’” Adorno, EN, S. 420, 424.

56) Geoffrey Baker, op. cit.,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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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쓰인 검은 오르페우스 (『 』 Orphée noir, 1948)57)와 같은 작품에서 그
는 시적 언어에도 정치적 참여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는 문학『
이란 무엇인가 에 드러난 참여예술론의 구분에서 시가 배제되었던 것과 』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도르노의 사르트르 비판에서 다음 사 
항들을 분명히 제한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사르트르. 
의 참여예술론이 그의 실존주의적 사유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거나 그의 
예술론의 본질 또는 정수를 보여준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이론은 파. 
시즘이라는 중대한 비극 이후에도 현실에 관여하기를 꺼려했던 초현실주
의자들을 비롯하여 년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살아가는 예술가1947
들을 표적으로 한정되어 쓰인 것이다 특히 시와 산문의 구분이나 산문의 . 
시적 요소를 경시하는 태도는 사르트르의 전 이론 내에서 뿐 아니라 문『
학이란 무엇인가 내에서도 완전히 일관되게 유지된다고는 보기 어렵』 
다.58)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같은 시기 년 월 에 있었던 강연문인  (1945 10 )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를 참조로 하여 문학이란 무엇인가 드러나는 『 』 『 』 
사르트르의 참여예술론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아도르노의 비판을 살펴본 
것임을 명시한다.
이러한 제한에 따라 참여예술론에서 사르트르가 요청하는 예술의 태도  

가 언제나 행위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 )
것 이라고 한다면 아도르노는 예술이 할 수 없음 즉 자신의 무력함을 ’ , ‘ ’, 

57) 검은 오르페우스 에서 사르트르는 에메 세제르 등 소위 흑인 (Aimé Césaire) ‘『 』
성 을 담지한 초현실주의 시에 주목하면서 시에도 정치적 참여의 가능’(négritude)
성이 있다고 본다 유럽의 초현실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해방과 거리를 두고 부르주. 
아 계급에 의해 소비되기를 선택한 것과 대조적으로 흑인성의 시인들에 의해 습득, 
된 초현실주의적 언어는 제국주의의 억압에 대한 흑인들의 주체성과 맞물려 언어적 
마력과 정치적 해방을 동시에 담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견해이다 정명환. , 
현대의 위기와 인간 민음사 쪽 참고, , 2006, 168~9 .『 』

58) 특히  정명환은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의 기본 전제인 시와 산문의 구분이 그의 
전 이론을 통틀어 보았을 때 충실히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참여문학론은 사, 
르트르의 본래 문학관과는 맞지 않는 자기강요적인 담론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아가 그는 참여론을 약화시키고 해치는 문학의 자율성과 절대성에 대한 생각이“
야말로 사르트르의 핵심적인 생각이며 도리어 참여론이 부차적 이라고 말한다 다, ” . 
만 본고는 사르트르의 전 이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참여예술론만을 제한적으
로 다루기로 제한하므로 참여예술론이 사르트르 자신의 이론 제반에서 어떠한 위, 
치와 의의를 가지며 자신의 다른 이론들과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사르
트르 전문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정명환 문학을 찾아서 민음사. , , , 『 』

쪽 참고1998, 33~6, 40,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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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사회에 대한 정치적 주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 부정적인 사회 시기에 예술에 대한 사르트르와 아도르노의 태도는 분. 
명하게 나뉜다 본고는 더욱 커다란 성공을 겨냥하는 사르트르적 태도가 . ‘ ’ 
아니라 모든 승리의 밑에 숨어 있는 패배 를 조명하고자 하는 아도르노적 ‘ ’
태도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예술작품의 사례들에서 실제로 , 
참여예술이 아니라 자율적 예술이 사회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고 고통의 , ‘
표현 을 가능케 하는 데 성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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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슈비츠 전후의. Ⅲ 예술 

우리는 앞서 부정적 사회에 대한 두 가지 반응 방식으로 참여예술과 자  
율적 예술을 살펴보고 아도르노에게서 어떻게 참여예술이 비판되고 자율, 
적 예술이 해명되는지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즉 예술작. 
품들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과 비평을 통해 이전까지의 논의들을 확인하
고자 한다. 
먼저 아도르노가 비판하는 문화산업과 참여예술의 사례를 검토한다 우  . 

리는 과연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술작품이 무언가를 노골적으(
로 말함 으로써 비동일성에 대한 증언이 되지 못하고 사회의 부정성에 동)‘ ’
조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나치 독일의 만. 
행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두 작품 채플린의 영화 위대한 독재자 와 브, < >
레히트의 연극 아르투로 우이의 출세 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 」
뒤이어 자율적 예술은 아도르노의 주장과 같이 정말 비동일성의 빼앗긴   ‘

목소리 를 찾아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도’ . 
르노는 긍정적인 예술의 사례로 카프카를 유의미하게 언급하며 특히 카, 「
프카 소묘(Aufzeichnungen zu Kafka 를 통해 카프카의 문학이 자율적 )」
예술작품으로서 이루어내고 있는 효과들을 밝히고 있다 아도르노의 카프. 
카 비평을 통해 우리는 참여예술이 의도하는 바 즉 사회의 부정성에 대, ‘
한 거부 가 역설적으로 자율적 예술을 통해 성취되는지 확인한다’ .  

1. 문화산업 사례 비판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 < >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 는 앞서 참여예술의 사례로 짧게 논의된 바   < >
있다 참여예술로서 아도르노의 비판 대상이 된 이 영화는 그에 의해 사실. 
상 문화산업으로 간주되어 문화산업에 대한 이론에서도 사례로서 언급되
며1) 개봉 당시 작품이 얻은 인기와 흥행 규모로 보더라도 이 영화가 문, 
화산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다.2) 제목이 다소 노골적으로 암시 

1)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171. ( , 225 .)『 』
2) 년 뉴욕의 애스터 극장과 캐피털 극장에서 개봉된 위대한 독재자 는 큰 인기 1940 < >
를 얻으며 장장 주에 걸쳐 상영되었다 채플린은 위대한 독재자 가 자신의 영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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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 위대한 독재자 는 히틀러와 나치 독일을 모티프로 삼고 있다 영화< > . 
에서 히틀러는 힝켈 이라는 이름의 독재자로 독일은 토(Adenoid Hynkel) , 
매니아 로 각색된다 채플린은 영화의 주인공인 유대인 이발사 (Tomainia) . 
그리고 힝켈 역을 동시에 맡아 연기하고 그밖에 이발사와 사랑에 빠지는 , 
게토의 유대인 소녀 한나 나치 내부에서 힝켈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사령, 
관 슐츠 등이 등장한다.3) 
영화의 장면이 구성되는 방식은 상당히 유희적이다 내 영화는 그냥 희  . “

극일 뿐”4)이라는 채플린의 말처럼 영화 속 사건들은 모두 희극적으로 그
려진다 세계 정복을 꿈꾸는 힝켈의 야망이나 나치 병사들에 대한 이발사. 
의 저항은 채플린의 연기를 통하여 슬랩스틱 코미디로 변모되고 유대인을 , 
특정 지역에 격리시키는 정책이나 집의 대문마다 페인트로 표시하여 그들
을 구별하는 비인간적 조치는 한나가 프라이팬으로 병사들의 머리를 내‘ ’ 
려친 후 머리를 맞고 정신이 혼미해진 병사들을 이발사가 한 데 겹쳐 모
아두는 장면에서 단숨에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사소한 사건 처럼 느껴지게 ‘ ’
된다 작품이 현실의 부조리를 모티프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암시하면서. 
도 이를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형식, ? 
들이 가리키는 곳에는 바로 재미 가 있다‘ ’ .  

나는 히틀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다 물론 당시 내가 나치의 강제수용. 
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 실태를 알았더라면 위대한 독재자 는 만들지 못했< >

화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회고한다 채플린. , op. cit. p. 849-850. 
3) 위대한 독재자 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 > . 

년 간 병원에 수용되었던 주인공이 병원을 빠져나와 유대인 밀집지역인 게토의 16
이발사가 됨으로써 일상으로 복귀한다 토매니아의 병사들은 다른 유대인들의 집 . 
대문에 하듯 이발사의 집 창문에도 유대인 이라는 표식을 페인트로 새기는‘ (JEW)’
데 이때 이발사는 즉각 수건을 가지고 나와 이것을 지우려 한다 이를 본 병사가 , . 
호통을 치며 그를 겁주는데 이발사는 피하지 않고 대응하고 여기에서 한나도 프라
이팬으로 병사들의 머리를 내려치며 돕는다 이발사가 전쟁 중에 목숨을 살렸던 사. 
령관 슐츠가 이들을 비호함으로써 게토는 잠시 동안의 평화를 얻는다 이후 힝켈이 . 
다시 게토를 박해하고 토매니아의 세계 정복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서 이발사, 
와 슐츠는 힝켈 암살을 도모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둘은 강제수용소에 갇힌다 둘. 
은 수용소 탈출에 성공하고 탈출 당시 변장을 위해 훔쳐 입은 장교 의상 덕분으로 , 
힝켈과 똑같은 외양을 하게 된 이발사는 오스터리히에서 힝켈의 연설을 기다리던 
수많은 병사들을 위해 연설을 하게 된다.

4) 채플린 나의 자서전 이현 역 김영사 쪽 , , , , 2007, 860 .『 』



- 55 -

을 것이다 광기에 사로잡힌 나치의 살인을 어떻게 순진하게 웃음거리로 삼. 
을 수 있겠는가.5) 

인용문에서 채플린은 히틀러를 명백히 희화화하고자 했던 자신의 의도  
를 밝힌다 그는 나치의 순혈주의 따위가 말도 안 되는 일 즉 우스운 . ‘ ’ , ‘
일이니 풍자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6) 그의 의도에 맞게 히틀 
러와 나치 독일은 위대한 독재자 에서 재미와 웃음의 재료가 된다 히틀< > . 
러와 나치 독일의 현실 속 일화들은 영화의 배경과 소재가 되고 채플린의 , 
연출과 연기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된 오락적 요소로 승화되어 관객들에
게 웃음을 주게 된다 아도르노가 보기에 문화산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 
집단적 웃음은 인류를 패러디화 한다“ .”7) 인류가 겪고 있는 초유의 비   
극적 사태가 작품 안에서 희화화되는 경우 관객들은 영화의 재미로써 현
실의 공포를 잊고 안심하게 된다 위대한 독재자 에서 채플린은 파시즘. < >
을 소재로 함을 분명히 내보이면서도 파시즘이 영화에서 때로 혹은 많은 , (
경우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끝내는 어떤 선한 자의 선한 의지로 인해 ) 
해소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연출하기 때문이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세상의 . , “
한편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다는 식의 소리 없이 퍼진 단언은 동시대의 
신정론 의 허위를 고발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농담(Theodizee)

에 의해 완성된다 채플린이 파시즘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은 (Spaß) . [ ] …
동시에 파시즘의 최종적 공포와 같다.”8) 채플린의 희화화가 파시즘의 공 ‘
포와 같다 는 아도르노의 다소 과장된 표현은 위대한 독재자 와 같이 현’ < >
실의 공포로부터 재미를 이끌어내는 연출이 현실의 공포를 초래한 지배 
집단이 무리 없이 지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안주하게 하는 효과
를 염두에 두고 위시 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   危視
위대한 독재자 에서 예시되었듯 인간적으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  < > , ‘ ’ 

망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문화산업은 이러한 욕망을 작품 속에
서 허위적으로 화해시키는 방식으로 결국 억압한다.9) 나아가 문화산업은  

5) 쪽 Ibid., 835 .
6) Ibid.
7)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163. ( , 214 .)『 』
8) Adorno, EN, S. 418.
9)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161~2. (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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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를 통해 사람들을 매료시켜 예술을 소비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정력적
으로 수행하고 동일화되지 않는 예술을 파산시키거나 담합 조직 속으로 , 
끌어들이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형태를 개선시켜 더욱 세련되어 
간다.10) 그렇게 세련되고 개선된 문화산업은 여러 층위의 대중들의 취향 
을 빠짐없이 사로잡고 이로써 점차 예술의 자리를 더욱더 위태롭게 한다. 
위대한 독재자 와 마찬가지로 히틀러와 나치 독일을 모티프로 하는 타  < >

란티노 의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Quentin Tarantino) < : (Inglorious 
이하 바스터즈 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문화산Basterds, 2009, )>

업에 그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바스터즈 는 위대한 독재자 에 비. < > < >
해 기술이나 연출의 측면에서 훨씬 더 세련되어졌다 여 년의 시간이 . 70
흐르면서 영화 산업은 더욱더 그럴 듯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데 능하게 되
었고 발전된 영화적 기술 장치로써 관객들의 감각을 다방면으로 자극할 , ·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할리우드와 유럽 영화계의 대표 배우들을 기용한 타란티노는 바스터  <

즈 에서 위대한 독재자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치를 무찌른> < >
다 위대한 독재자 가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지배 속에서 유대인 인물 . < >
개인의 차원에서 저항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희망적 전망을 보여주는 것으
로 영화를 끝맺었다면 바스터즈 는 나아가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다 바, < > . <
스터즈 에서는 나치에 의해 가족을 잃은 유대계 프랑스인 쇼사나>

가 나치 선전 영화를 보기 위해 모인 히틀러와 당 (Shosanna Dreyfus)
지도부를 상영관 통째로 불태우고 유대계 미국인 알도 가 뜻, (Aldo Raine)
을 함께 하는 군인 집단과 함께 나치를 죽이고 머리 가죽을 벗기며 칼로 
이마에 지울 수 없는 나치의 상징11)을 새기면서 히틀러와 나치 독일에 대
한 복수를 이행한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치밀하고 강력한 나. 
치 퇴치자로 묘사된다 이 유대인 인물들은 나치에 의해 개인적으로 피해. 
를 입었거나 무고한 자들을 죽인 살인마들을 응징한다는 적절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반해 히틀러와 나치는 벌 받아 마땅한 자들의 면모를 ,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루어지는 피와 폭력이 난무하는 잔혹한 
복수극은 관객들에게 권선징악 이 이루어진다는 카타르시스를 ‘ ( )’勸善懲惡

10)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157.( , 205 .)『 』
11) 스와스티카 독일어로는 하켄크로이츠 라고 부르며 나치 혹은 신나치 . (Hakenkreuz)

의 상징으로 사용된다(Neo-Naz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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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다준다 영화가 주는 이 속 시원한 느낌 은 사실 문화산업이 개인들. ‘ ’
에게 의도하는 바 즉 현실에서의 자유와 행복을 진정으로 성취하기 위해 , 
노력하기 보다는 문화산업 속에서 얻은 재미에 안주하여 저항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상태를 수반한다 이에 대해 혹자는 여가 시간을 재미있는 작. ‘
품을 감상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데 쓰는 것이 왜 부정적인가 반문할 ’ 
수 있을 것이다 아도르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즐긴다는 것 이 언제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더 이상 (Vergnügen)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고통을 목격할 때조차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 
다 즐김의 근저에 있는 것은 무력감이다 즐김은 사실 도피다 그러나 그 도. . . 
피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듯 잘못된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마지막 남
아 있는 저항 의식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 오락 이 약속해주. (Amusement)
고 있는 해방이란 부정성 을 의미하는 사유로부터의 해방이다‘ ’ .12)     

다시 말해 우리가 부정적 현실을 잊고자 예술로 도피한다 고 스스로 생  ‘ ’
각할지라도 이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그의 견. 
지에서 보자면 대중은 부정적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나아가 , 
이를 바꿀 의지는 더욱 갖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산업의 치밀한 설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설계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한 위대한 . <
독재자 와 바스터즈 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위대한 독재자 에서 > < > . < >
바스터즈 로의 이행 은 더욱 화려해진 연출과 영화적 장치들을 통한 < > ( )移行
카타르시스의 강화로 볼 수 있으며 어떤 질적인 차이로 나아간 것이라 보, 
기는 어렵다 영화는 다만 관객 즉 소비자의 욕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채울 . 
수 있는 더 세련된 상품이 되었을 뿐이다.   
한편 히틀러를 희화화하고자 했던 채플린은 동시에 나치 독일에 대한   

유대인의 저항과 해방에 대해 일종의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 이발사가 힝켈로 변장하여 나치 병사들 앞에서 했던 다음의 연설
은 그러한 채플린의 희망을 다소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여러분은 인생을 자유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모험 가, 
득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이름으. 

12) 계몽의 변증법 쪽 DA, S. 167.(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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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힘을 사용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버젓한 세계를 . [ ] …
만듭시다 젊은이에게는 미래를 노인에게는 노후를 보장하는 세상을 만듭시. , 
다 물론 짐승들도 우리에게 이런 공약을 내걸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 .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독재자들은 자신들만 자유를 만끽할 뿐 국민. [ ] …
들은 노예로 만듭니다 세계를 해방시키기 위해 싸웁시다. .13) 

인용문에서 이발사는 직접적으로 히틀러의 독재와 나치의 만행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공약들이 타당. 
하지만 공허한 것과 같이 이발사의 연설 역시 어떤 충격도 주지 못 한다. 
사실 위대한 독재자 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비단 이 연설 장면< >
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 소녀가 나치. ‘
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내려치고도 갈기갈기 찢기지 않을 수 있는 장면
에서 위대한 독재자 는 모든 풍자적 힘을 잃고 터무니없는 것이 된다< >
.’14) 우리는 파시즘과 독재에 대한 저항 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전망 
이 담긴 유대인 이발사의 연설을 이 영화의 서사가 거부감 없이 다다를 
수 있는 결말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 산업은 피해자 소수자 등과 같은 비동일성의 문제를 현  , 

실에서 직시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 즉 피해자 소수, , 
자와 같은 비동일성이 작품의 현실 속에서 매끄럽게 처리되고 화해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각인시킨다 문화 산업. 
을 통해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유 능력 대안적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점, 
차 잃게 되는 대중으로서 개인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환상 속에서만 제
한적으로 심지어는 만족한 채로 머무르며 이러한 제한 안에서 개인의 반, 
응까지도 제작물에 의해 미리 지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문화 산업의 범. 
람 속에서 동일성과 교환원칙을 토대로 하는 문명의 동일성은 더욱 공고
해진다.

13) 채플린 , op. cit. 쪽 852-3 .
14) Adorno, EN, S.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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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예술 사례 비판 브레히트의 서사극: 

한편 아도르노는 브레히트의 연극을 참여예술로 보고 비판한다  .15) 위 <
대한 독재자 나 바스터즈 를 보는 관객들이 영화에 매료되어 몰입하게 > < >
되는 반면 브레히트의 연극은 두 영화가 수반하는 카타르시스와 반대되는 , 
효과를 지향한다 브레히트는 관객들이 몰입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극. 
의 흐름을 끊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유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도록 하는 
연극 기법인 소외 효과 그리고 감정이입을 지양한(Verfremdungseffekt), 
다는 점에서 반아리스토텔레스극 이라고도 불리는 서사극‘ ’ (episches 

으로 특히 잘 알려져 있다 예술 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Theater) . 
가감 없이 표명하는 브레히트에게는 작품 활동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당시 독일 문학에서는 정치가로서의 브레히트와 예술가로서의 . 
브레히트를 구분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도르노에 따르면 브레, 
히트의 작품에 관한 비판에서 정치적 의도와 작품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며16) 작품의 정치와 형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타 
당하다.17) 
  먼저 참여예술에 대한 비판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아도르노의 한 문장
을 보자. 나쁜 정치는 나쁜 예술이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 ”18)라는 문
장에서 문장의 앞부분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나치의 선동을 위하여 . 
제작된 리펜슈탈(Leni Riefenstahl)19)의 영화들이 그 사례로 제시될 수 있

15) 브레히트에 대한 아도르노의 태도가 미학이론 과 앙가주망 에서 본질적인 차이 『 』 「 」
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앙가주망 에서는 브레히트의 연극이 참여. 「 」
예술의 사례로서 비판되며 특히 부정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 설교하려는 태도를 지, 
님으로써 오히려 파시즘과 같은 현실의 공포에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작품의 효과
적 측면이 비교적 강조된다 한편 미학이론 에서 브레히트의 문학은 그의 서정시. , 『 』
를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되며 특히 아도르노는 브레히트가 고안한 형‘
식 적인 측면에도 주목한다’ .

16) Adorno, EN, S. 420.
17)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45. ( , 360 .)『 』
18) Adorno, EN, S. 421.
19) 레니 리펜슈탈은 년대에 나치 독일의 프로파간다 영화를 다수 연출한 영화감 1930
독으로 의지의 승리 와 올림피아 가 그의 대, < (Triumph des Willens)> < (Olympia)>
표작이다 그는 히틀러의 총애를 받았으며 당과 국가에 대한 독일인들의 충성심을 . 
자극할 수 있는 나치 전당대회나 올림픽 등의 대규모 행사들을 주로 영화화했다. 
제 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달아 열린 나치 전범재판에서 리펜슈탈은 유대인 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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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그 반대 란 나쁜 예술이 나쁜 정치로 이어진다 는 것인데 여기. “ ” ‘ ’ , 
서 아도르노가 나쁜 예술 로 언급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브레히트의 “ ”
연극이다 브레히트의 연극은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왜 나쁜 예술이며 이. , 
는 어떻게 나쁜 정치로 이어지는가? 
아도르노는 브레히트가 연극을 통해 단순히 어떤 격언 등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사유의 과정을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고 본다.20) 서사극은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극 21)과 대립되는 브레히
트의 고유한 연극 장르이며 소외 효과는 자명하다고 여겨지던 것을 낯설, 
게 만들어 이를 주목시킴으로써 비판적 인식에 이르도록 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의미한다.22) 즉 브레히트의 소외 효과는 현실과 연극을 분리하여  , 
관객이 연극을 연극으로 받아들이고 관객으로서의 자의식을 각성시킴으로
써 관객이 전통적 감정이입극23)에서와 같이 연극을 현실로 받아들이거나 
주인공의 세계를 자신이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유도한다.24) 

우리는 매우 일상적이고 다양한 사례에서 소외 효과를 불러오며 이것은 우, 
리 자신 혹은 다른 이로 하여금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숙
련된 방법에 다름 아니다 소외 효과란 어떤 사물에 주의를 끌어 이 사물을 . 
이해하도록 해야 할 때 이 사물을 평범하고 잘 알려진 직접적으로 현존하는 , , 
것에서 특이하고 눈에 띄는 예기치 못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한 방법. 

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여론은 , 
그의 사후까지도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 오드리 설킬드 레니 리펜슈탈 금지된 . , 『 ―
열정 허진 역 도서출판 마티 쪽 참고, , , 2006, 11-35 .    』

20)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54. ( , 60 .)『 』
21)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론 장에 명시된 극 이론에 근거를 둔 극의 형태를 가리킨 8『 』 
다 연극은 줄거리 장소 시간의 삼일치와 함께 연극이 지녀야 할 정신적 정화작. , , 
용 즉 카타르시스를 갖추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폐쇄형 연극 이론이다 김광요 외, . ( , 
드라마 사전 문예림 쪽, , 2010, 250 .) 『 』

22) 송동준 외 브레히트의 서사극 서울대학교출판부 쪽 , , , 1993, 3 .『 』
23) 아리스토텔레스 극이라고도 불리는 감정이입극의 반대항으로서 브레히트의 서사극 
은 서사적인 서술 기법을 통해 관객과 연극 사이에 거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 
회적 모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비판력과 판단력을 관객에게 부여하는 것이 서사극
이 목적으로 하는 바이다 서사극의 가장 큰 형식적 특징인 소외 효과는 현실의 문. 
제를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맥락으로 옮겨 놓거나 춤 노래 관객을 향한 독, , , 
백 등의 장치로써 관객을 각성시키는 등 관객이 극에 감정이입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유도한다 쪽 참고. Ibid., 1-52 .

24) 쪽 Ibid.,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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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자명한 것 은 이해 안 되는 것 으로 되는데 이는 단지 그것을 더 ‘ ’ ‘ ’ ,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익숙한 것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눈에 . 
띄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어떤 해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는 일상적 관습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한다.25)

위의 인용문을 통해 브레히트가 소외 효과를 통해 사태의 비판적 인식   
을 위해 일상적이고 당연시되는 대상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는 진정한 소외 효과의 사용은 사회의 조건이 역사적. 
이며 개선 가능한 것이라고 가정하며 이것은 전투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 
쓰고 있다.26) 그렇다면 소외 효과가 드러나는 브레히트 연극의 사례를 확 
인해보자. 
히틀러와 나치 독일이 권력을 잡게 된 과정을 비유적으로 극화한 연극   
아르투로 우이의 출세 이하 아르투로 우(Der Aufstieg des Arturo Ui, 「
이 에서 무고하게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는 피쉬는 정의의 현장이)」
어야 할 재판정에서 의사에게 건네받은 독극물을 마시고 죽는다.27) 이 장 
면에서 브레히트는 사태와 자연스럽게 상응하는 쇼팽의 장송곡을 선곡하
면서도 해당 곡이 원래와는 다른 독특한 방식 장송곡을 춤곡으로 으로 , ― ―
연주되도록 한다.28) 진범인 지볼라와 일당이 판사에게 태연하게 거짓 증 
언을 하는 장면에서는 오르간 연주와 웃음소리가 겹치도록 연출되며 우리, 
는 이러한 연출 역시 의도적으로 사태와 어긋나는 장치들을 배치한 연출, 
즉 소외 효과가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무고한 자가 법정에서 .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은 통상 비극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 장면에서 관객이 인물이나 사건에 감정 이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
건에 적절하거나 더 나아가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심각하고 무거운 
음악 말하자면 쇼팽의 장송곡을 배치함이 적절하다 그러나 브레히트가 , . 
원하는 바는 정반대 다시 말해 관객이 사건과 거리를 두고 극을 감상하게 ,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사건을 소외 시키기 위하여 색다른 연주 방식을 ‘ ’

25) Brecht, GW 15, S. 355.
26) Brecht, Brecht on Theatre, p. 261.
27) 브레히트 아르투로 우이의 출세 브레히트 선집 한국브레히트학회 편 연 , , 3 , , 「 」 『 』
극과 인간 쪽, 468-77 .

28) 쪽 Ibid.,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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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 비극적이어야 마땅할 장면의 분위기는 곡의 독특한 연주 방식으로 . 
인해 반전되고 이로써 관객들은 이 사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 비, 
판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브레히트의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외 효과를 겨냥한 위와 같은 연출에는 무고한 자가 강자에 의  ‘

해 희생당하는 부당한 사태가 연극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로 연출된다면 
부정의에 대한 비판적 사유 역시 발생할 수 없다 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
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브레히트가 극의 사건들 나아가 극에. , 
서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현실의 사건들 중 어떤 것들이 관객에 의해 
비판적으로 인식되어야 할지 소외 효과를 통하여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브레히트는 대상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관객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어떤 사태인지 소외 효과를 통해 노골, 
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일면 교조적인 특성을 보인다. 
  아도르노가 보기에 이와 같은 브레히트의 교훈적인 태도(didaktischer 

는Gestus)  사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의성에 비관용적이다.29) 이러한 태 
도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부정성을 허용하지 않는 참여예술의 자기 확신
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례 역시 소외 효과에 반영된 이러한 . 
교훈적 태도로 인해 도리어 작품의 다의성이 차단되고 사유의 고착화가 
수반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30) 브레히트는 아르투로 우이 그리고 억 , 「 」 「
척어멈과 그 자식들 이하 억(Mutter Courage und ihre Kinder, 1939, 
척어멈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관객에게 각 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텍)」 
스트로써 알려주는 연출 기법을 사용한다 먼저 아르투로 우이 에서는 각 . 「 」
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모델로 삼고 있는 히틀러와 나치의 실제 에피소
드를 장이 끝난 후 눈앞 장막에 글을 띄워 제시한다 예를 들면 앞서 사례. 
로 제시된 피쉬의 법정 살해 장면이 끝난 후 관객들은 국회의사당 방“9. 
화 사건의 대대적 재판에서 라이프치히의 재판정은 최면제를 먹인 한 실
업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으며 방화자들은 풀려났다.”31)라는 역사적 서술
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억척어멈 에서는 각 장이 시작되기 전 해당 . 「 」
장에서 전개될 줄거리를 관객들은 미리 보게 된다 브레히트는 이로써 관. 
객이 무슨 사건들이 벌어지는 데 신경을 쓰지 않고 미리 고지되어 알고 , 

29)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60. ( , 374 .)『 』
30) Ibid.
31) 브레히트 아르투로 우이의 출세 쪽 , , 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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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한‘ ’ 
다.32) 그런데 이때 관객에게 주어지는 것은 작품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스 
스로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작가의 기획에 따라 정해진 장면, 
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사유하게 되는 일종의 순응의 의무로 보인다 관객. 
의 눈앞에 투사되는 장면에 대한 설명은 관객이 작가가 의도한 방향으‘(
로 적절하게 작품을 바라보도록 돕는 안내문이 될 수 있겠으나 이로써 ) ’ , 
관객이 작품을 자발적으로 나아가 자유롭게 해석해볼 수 있는 여지는 축, 
소될 것이다 아도르노는 브레히트 연극의 형식들 즉 소외 효과로 대표되. 
는 브레히트 서사극의 고유하고 기발한 장치들은 작품 전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별개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33) 아도르노에 따르면 브레히트를 단 , “
지 그의 예술적인 장점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것은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
라서만 그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잘못이다.”34) 브레히 
트는 그 자체로는 일면 새롭고 기발하게 보이는 형식을 자신이 의도하는 
사유 방식을 위한 수단으로 격하시키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아도르노가 . 
예술작품의 본질과도 같이 간주하는 형식 혹은 형식 법칙이 브레히트의 
연극적 수단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의 수단화는 결국 예술 외적. 
인 정치를 위해 예술을 작동시키는 것이므로 아도르노가 주장한 예술의 
자율성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브레히트는 위의 두 작품을 비롯하여 현실의 사건을 모티프로 하는 여  

러 작품을 쓴 바 있는데 작품에 따라 현실의 요소들은 더해지거나 빠지기, 
도 하고 축소되거나 과장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극적 각색은 아도르노의 . 
견지에서 형식화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작업으로 볼 수 있겠으나 때로 치, 
명적인 현실의 왜곡이 되기도 한다 특히 아르투로 우이 를 통해 브레히. 「 」
트는 당시 무엇보다 강력하게 저지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던 파시즘을 
작품의 소재로 삼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현실에 대한 각색은 더욱 문제로 , 
보인다 아르투로 우이 는 히틀러와 나치 세력을 모델로 하는 가상의 인. 「 」
물 우이가 어떻게 겁박과 폭력으로써 콜리플라워 조합을 비롯하여 도시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도르노는 브레히트가 아. 「
르투로 우이 를 통해 눈에 띄게 정확한 빛으로 파시즘 독재자 개인의 허“」

32) Brecht, GW Bd. 15, S.464 f. 
33)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27. ( , 341 .)『 』
34)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45. (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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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여준다 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작품이 파시즘을 단지 소소한 갱스” , ‘
터 집단의 소동 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현실의 공포를 축소하고 있다고 ’
비판한다.35)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도르노에 따르면 파시즘은 계몽 1
과 합리주의의 눈먼 지배가 다다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단지 특정 상황
에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아르투로 우이 에서 파시즘의 . 「 」
공포는 단지 작은 도시의 사고나 범죄 사건처럼 우연한 것으로 축소 왜곡·
되는 것이다 헌터가 타당하게 지적하듯 아도르노는 브레히트가 파시스트. , 
들을 한심한 갱스터로 그려냄으로써 현실의 공포와 계급 갈등을 단순화할 
때 브레히트 자신이 설정했던 미적 목표나 정치적 목표 모두를 져버리게 ,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은 아도르노에게 있어 세 가지 의미 미적인 것, , ―
교훈적인 것 정치적인 것 에서 실패를 나타낸다, .― 36) 작품을 통해 브레히 
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작품의 에필로그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여러분은 그냥 멍하게 바라보는 대신에,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정말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꾸자꾸 말로만 계속 떠드는 대신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말로 배우셨습니다.
세상을 이런 게 거의 지배할 뻔한 적이 있었잖습니까!
민족들은 자기네 주권을 찾아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 중 누구 한 사람 너무 일찍 기뻐하지는 마시도록-
이것이 기어 나온 자궁은 아직도 번식 능력이 있습니다!37)

위 인용문에서 보고자의 단언은 아도르노에 의해 지적되었던 브레히트   
연극의 교조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보고자는 관객들이 이 연극이 아니었. 
다면 배울 수 없었을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확언하고 이 같은 사태는 언, ‘
제나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는 구태의연한 경고를 덧붙인다 아도르노가 보’ . 

35) Adorno, EN, S. 417~8.
36) G. Frederick Hunter, “Commitment and Autonomy in Art: Antinomies of 

Frankfurt Esthetic Theory”,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vol. 30, 1985, 
p. 48.

37) 아르투로 우이의 출세 한국브레히트학회 브레히트 선집 중 아르투로 우이의  , , 「 」
출세 장혜순 역 쪽, , 2011, 525 .



- 65 -

기에 이토록 손쉽게 해석이 가능한 브레히트 우화의 교훈을 구태여 작품
을 통해 새로이 배워야 할 이는 거의 없으며38) 이것은 마치 개종한 자, “
에게 설교하는 행위 와 같다고 말한다” .39) 아도르노가 보기에 비판적 사유 
를 활성화하리라는 브레히트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연극은 정치적 적수들
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까지 그래 왔듯 계속해서 무사히 살
아남을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40) 
한편 브레히트의 서사극은 작품의 정치적 참여를 위해 개연성을 위조한  

다.41) 다시 억척어멈 의 사례를 보자 년부터 년 사이 기독교  . 1918 1948「 」
구교와 신교 사이에 벌어진 년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억척어멈 의 주30 「 」
인공은 전쟁 중 군대를 따라다니며 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억척어멈 안‘ ’ 
나 피얼링이다 피얼링의 벙어리 딸 카트린은 극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 
인간적 행태와 대조되는 인간애의 상징처럼 묘사된다.42) 황제의 군대가  
도시를 습격하려는 시기와 피얼링이 돈을 벌기 위해 잠시 시내로 가 있는 
시기가 맞물리는데 이때 벙어리 카트린은 군대의 습격을 막기 위해 마차 , 
위로 올라가 북을 치고 이로 인해 도시는 위기를 면한다 북을 치는 카트. 
린을 막기 위해 병사는 어머니를 살려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카트린은 멈추
지 않는다 같은 장면에 등장하는 젊은 농부의 말처럼. 43) 카트린이 단지  

38) Adorno, EN, S. 418.
39)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60. ( , 374 .)『 』
40) Adorno, EN, S. 421.
41) 그러나 브레히트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화라는 예술적 원리에 의해 사회적 객 “ , 
체들이 주관적 반영 속에서 가상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부담으로부터 현실 정치
가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의 교훈극이 증류하고자 애썼던 바로 그 객관, 
성이 날조된다 우리가 브레히트의 말대로 그를 받아들여서 정치를 그의 참여 연극. 
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다고 해도 바로 그 잣대로 인해 참여극의 허위성이 밝, 
혀질 것이다 헤겔의 논리학은 본질이 현상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파시즘 . . 
뒤의 인간들을 룸펜 프롤레타리아로 대체하는 것이 허위인 것과 같이 현상과의 관, 
계를 무시하는 본질의 재현은 본래적으로 허위이다.” Adorno, EN, S. 419.

42) 억척어멈 의 벙어리 딸 카트린이 인간애의 상징임을 보여주는 장면은 대표적으 「 」
로 다음의 두 가지이다 전쟁 중에 부대의 돈궤를 가지고 달아나 온 이복형제 슈바. 
이처카스가 억척어멈과 카트린의 마차로 올 때 카트린은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자신이 빠질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를 곤경에서 구해내려 애쓴다 또 총탄 . 
세례로 인해 지붕이 내려앉은 농가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카트린은 자신과
는 관계없는 갓난아기를 구해 나온 뒤 전쟁 중임에도 그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부
른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이연희 역 범우사. , , , , 2006, 『 』

쪽70-72, 102-104 .
43) 이 젊은 농부는 이 장의 배경인 할레의 주민으로 도시를 습격하려는 군대와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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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위해서 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사람들을 지키고자 한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카트린의 행동을 통해 관객은 불의에 맞서는 . 
정의를 보며 통쾌함을 느끼거나 사태가 적시에 바로잡힌다는 안도감을 느
낄 것이다 또한 누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기. 
가 아주 용이한 억척어멈 을 감상하는 관객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전쟁「 」
과 같은 거대한 적수가 아닌 사소한 개인들에 대해 심정적으로 쉽게 심판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관객이 작품으로 하여금 위기적 현상을 직시. 
하는 대신 특히 작품의 결말에서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것은 부정적, 
인 사회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문화산업과 결과적으로 같게 되며 참
여예술의 목적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브레히트의 . 
연극이 극단적 상황에서 인간성이 발현되는 모습 을 암시한다고 비판한‘ ’
다.44) 아도르노의 비판을 해석해보자면 브레히트가 조명하고자 한 사회적  
부정성은 이 같은 작품에서 인간애가 꽃피는“ ”45) 배경으로서 흡수되고 , 
이때 관객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은 현 세계는 때로 인간적이기도 하다 는 ‘ ’
착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브레히트의 연극은 앞서 살펴본 위대한 독. <
재자 의 사례와 다름없이 막강한 사회 권력이 문제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
오히려 동조하게 된다는 것이 아도르노의 견해이다.46)

이와 같이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소외 효과는 비판적 사유를 자극하는   
장치가 되지 못한 채 도리어 작품의 다의성을 막고 작가가 유도하는 방식
으로 관객이 사유할 수밖에 없도록 제한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온다 아도. 
르노는 브레히트의 연극을 타율적인 것으로 비판하긴 하지만 그의 이론을 ,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47) 예컨대 아도르노는 친숙한 것을 낯설 ‘
게 만들기 즉 소외 효과와 같은 브레히트의 예술적 기법이 그의 훌륭한 ’, “
작품들에서는 일종의 양식화 원칙으로도 된다.”48)며 브레히트의 형식적 

신교의 신자이다 군대로부터 겁박당한 그는 카트린을 설득하려는 군인에게 처음에. 
는 장교님 어머니 때문만은 아닙니다 라고 도움을 주는 듯 말하지만 카트린이 “ , !” , 
북 치기를 멈추지 않자 용기를 얻은 듯 계속 두드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모두 “ ! 
죽는다 하고 소리친 뒤 병사들에 의해 구타당한다 같은 책 쪽!” . , 163-76 .

44) Adorno, EN, S. 424.
45) Ibid.
46) Ibid. 
47) G. Frederick Hunter, op. cit., p. 48.
48) 미학이론 쪽 , 60 . 



- 67 -

기발함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브레히트는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기발. 
한 형식은 연극을 통해 관객의 태도를 교육하겠다는 교조적인 태도로 인
해 노골성을 띠게 됨으로써 망쳐지며49) 자신이 그토록 맞서고자 하는 파, 
시즘에 협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맞는다 이러한 결과는 브레히트의 . 
연극이 현실과 다른 이상 사회 즉 유토피아를 노골적으로 지시하려는 욕, 
망에 기인한다 아도르노가 브레히트의 연극을 참여예술로 간주하여 비판. 
할 때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작품의 노골성이다 아도르노는 . 
이렇게 말한다 예술 자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의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 “
실천이나 이는 단지 아무것도 선동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50) 더하 
여 브레히트의 서사극은 극의 감상에서 일어나는 경험 중에서도 인식주체
의 관점과 의식적 반성의 계기를 중요시하는데51) 이는 여전히 주체와 이, 
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아도르노의 견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살펴본 위대한 독재자 와 아르투로 우이 의 사례에서 우리는   < > < >

문화산업과 참여예술이 기발한 형식이나 타당한 사회의식 등을 갖추고 있
는 경우에도 현상에 대한 저항적 의식을 유발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재미
나 감동 정도를 주는 유희 거리에 그치는 것을 보았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 
예술작품의 영향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 이것을 먼저 의도해서는 안 되고, 
작품의 효과를 의도하는 경우 작품은 감상자에게 줄 수 있었던 것조차 주
지 않게 된다.52) 그의 말처럼 세계에 대한 모든 참여는 참여예술의 이상 “
을 충족시키기 위해 포기되어야 할 것이다.”53)

49) Adorno, EN, S. 422.
50)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65. ( , 375 .)『 』
51) 윤미애 발터 벤야민의 후기비평 브레히트와 카프카의 교차로에서 카프카  , , 「 – 」 『
연구 쪽vol.6, 1998, 403 .』 

52) 미학이론 쪽 Adorno, ÄT, S. 365. ( , 375-6 .)『 』
53) Adorno, EN, S.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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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예술 사례 분석 카프카의 소설3. : 

그렇다면 아도르노가 인정하는 자율적 예술의 사례로는 무엇이 있으며   
자율성은 작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아도르노는 카프카의 문학을 긍정
적으로 평가한다 카프카의 수레가 밟고 지나간 사람은 누구라도 세계와. “
의 어떤 평화 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계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54)는 아도르노의 말에서 우리
는 그가 카프카의 소설이 감상자의 세계에 충격을 주리라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도르노는 카프카의 산문들이 참여예술이 목표로 했던 . 
효과 즉 사회의 부정성에 대해 감상자가 비판적으로 직시할 수 있도록 한, 
다고 보는 것이다 카프카의 작품은 어떤 정치적 주장이나 효과를 최종 지. 
점으로 두고 전개되지 않는다 카프카 문학만의 고유한 특성과 본질을 의. 
미하는 카프카적 이라는 형용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 (kafkaesk)’
듯 그의 작품들은 전에 없는 새로움을 보여주며 작품 안에는 작품 외부의 , 
어떠한 논리로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적 면모가 남아 있다 이러한 카프. 
카 문학의 특징들이 구체적인 작품의 사례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도
르노의 비평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원칙 1) 

  아도르노는 당시 카프카의 인기를 그릇된 명성 으로 간주한다“ ” .55) 카프 
카의 작품에서 아도르노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적 면모인데 아도르노가 보기에 카프카의 인기는 이, 
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무시한 채 카프카로부터 존재론을 읽어내는 실존
주의적 해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56) 일례로 참여예술론자이자 실존주의  
사상가인 사르트르는 카프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다.

카프카에 관해서라면 모든 것이 말해져 왔다 그가 묘사하고자 했던 것은 관. 

54) Adorno, EN, S. 426.
55) 프리즘 쪽 Adorno, AK, S. 302. ( , 291 .)『 』
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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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주의 질병의 악화 동유럽 유대인의 조건 도달 불가능한 초월의 탐구 은, , , , 
총이 없는 시대의 은총의 세계 등이라고 말이다 이것은 모두 옳다 나는 그. . 
가 인간 조건을 그리려고 한 것이라 말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깊은 . 
인상을 받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부단히 계속되다가도 별안간 안 좋게 끝나 . 
버리고 재판관이 누구인지 알 수도 닿을 수도 없는 그런 재판을 통해서 고, 
소 내용을 알아보려는 피고들의 헛된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인물들이 열심, 
히 살아가지만 딴 곳에 열쇠가 있는 터무니없는 현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는 역사를 인식하고 또 역사 속에서 자신을 인식했다는 것이다.57)  

위 인용문에서 카프카의 문학을 인간 실존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기존의   
해석들이 사르트르에 의해 인간 조건을 그려내는 타당한 해석으로 간주‘ ’ 
되고 사르트르 자신은 카프카의 작품이 마치 인간 자신의 실존을 인식할 , 
수 있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것처럼 묘사한다 아도르노가 보기에 카프카. 
에 대한 실존주의적 해석은 일견 타당한 측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기성 사상 조류에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는 해석이 필요한 측
면들을 충분히 다루는 데는 실패한다.58) 카프카의 작품이 인간적 허무  “
를 그려내고 있다거나 인간이 절대자로 가는 길을 잃고 영원히 구원받을 , 
수 없게 되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일상의 의무에 충실하고 공동체, 
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등”59)의 해석들은 카프카 문학이 담지하고 있
는 예술의 수수께끼적 특성을 간과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카프카의 산문이 실존주의적 해석에서와 같이 일의적으로 해석되지 않  

기 위해 아도르노는 문자 그대로의 원칙‘ (das Prinzip der Wörtlichkeit)’
을 카프카 작품의 실마리로 제시한다. 

카프카의 작품들은 작가가 작품 속에 집어넣는 철학을 작품의 형이상학적 내
실이라고 보는 치명적인 예술가적 오류에서 벗어나 있다 만일 작가가 투입, . 
한 철학이 작품의 내실이라면 작품은 죽은 상태로 태어날 것이다 즉 작품은 , . 
그것이 말하는 바만으로 끝나버릴 것이며 시간 속에서 전개되지는 못할 것, 
이다 작품이 애초에 뜻하는 의미 너무 일찌감치 나오는 의미로 직접 달려가. , 
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첫째 규칙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

57) 사르트르 쪽 Sartre, Ibid., p.186. ( , Ibid., 301 .)
58) 프리즘 쪽 Adorno, AK, S. 302. ( , 291 .)『 』
59) 프리즘 쪽 Adorno, AK, S. 302. ( , 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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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로부터 나오는 개념들로 덮어버리, 
지 않는다는 규칙이 그것이다 카프카의 권위는 텍스트들의 권위이다 어떤 . . 
안내에 의거한 이해가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충실성만이 도움을 줄 
것이다. [ ] … 문자 그대로의 원칙 말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 은 ― ―
카프카의 여러 텍스트를 통해 뒷받침된다 때때로 말들이 특히 은유들이 분. , 
리되어 자립하게 된다.60)

위 인용문의 설명처럼 아도르노는 카프카 작품의 언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심판 의 한 장면. (der Prozeß, 1912)『 』
에서 의뢰인인 블로크는 변호사 앞에 네 발로 앉아 개와 같은 모습을 하
는 것으로 묘사되는데61) 이를 무언가의 은유 내지 상징으로서 해석하는 ,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자 그대로의 원칙에 부합하
는 해석일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원칙은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예술의 자. 
율성과 밀접하게 관련한다 여기서 우리는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예술의 자. 
율성이 예술작품 자체의 존재일 뿐 아니라 창작과 수용의 과정 역시 포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카프카의 문장들은 상호 유기적이지 않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에   . 

대하여 앞뒤 문장들이 그 이유나 배경 등을 설명해주지 않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바로 맞닿아 있는 문장들끼리도 대치되어 사건을 더욱더 불합리하
고 의심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다 문자 그대로의 원칙은 . 
이 같은 카프카 작품의 언어가 가질 수 있는 다의성을 보장한다.62) 카프 
카의 언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작품을 일의적 해석에 포섭
시켜서는 안 된다는 아도르노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술작. 

60) 프리즘 쪽 강조는 필자 Adorno, AK, S. 305~6. ( , 295-6 .) . 『 』
61) 카프카의 소설 심판 의 주인공 요제프 는 죄목도 알지 못한 채 재판에 연루된 K『 』
다 하루아침에 피고인이 된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해보기도 하고 재판 과정. , 
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보이
지 않는다 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듯 보이는 재판 과정과 웬 가정집에 . 
자리한 재판소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 못할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묘사되지만 를 ‘ ’ , K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재판이나 재판소에 대하여 어떤 이상한 점도 느끼지 못하는 
듯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없다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의뢰인 블로크와 변호. 
인이 개와 주인의 관계로 묘사되는 장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심판‘ ’ 『 』
의 세계의 일부이다 프란츠 카프카 심판 김현성 역 문예출판사. , , , , 2014, 『 』

쪽237~46 .
62) 프리즘 쪽 Adorno, AK, S. 306. ( ,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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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해석과 감상에도 합리적 사고가 개입되지만 그럼에도 합리적 
사고의 특징인 인과성이나 논리성으로 작품의 요소들이 환원되는 것은 아
니다 아도르노의 견지에서 예술작품은 무엇보다 자체 내에 필수적으로 불. 
확정성을 가짐으로써 종합을 통해 일의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러한 불확정성이 만들어내는 수수께끼적 측면이 예술을 비예술과 구별되
게 만들어준다.63) 만일 문자 그대로의 원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합리적 사고가 작품의 감상과 해석 과정에 지배적으로 될 것이며 카프카 , 
작품의 본질인 불가해성 즉 해명되지 않는 수많은 잔여들이 일의성으로 
포섭되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시 말해 아도르노는 문자 그대로의 원칙. 
을 통해 수수께끼성 혹은 불가해성이 카프카 작품의 핵심이라는 점을 방
법론적으로도 강조하는 것이다 카프카의 작품에 문자 그대로의 원칙이 적. 
용되어서 형상화의 단계와 수용 단계 모두에서 작품 속 언어의 개별 계기
들이 가진 모순이 유지될 수 있을 때 아도르노는 그러한 작품이 독자의 , 
무관심적 태도 를 해체하게 된다고 본다‘ ’ .

카프카의 작품에서는 어느 문장이나 문자 그대로 존재하면서 어느 문장이나 ( ) ,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다 그의 산문은 표현을 통해서가 아니라 표현의 . [ ] …
거부를 통해 일종의 표현 중단을 통해 표현된다 각각의 문장은 나를 , . [ ] “…
해석하라 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어느 문장도 해석을 허락하지 않으려 한다.” . 
각각의 문장은 사실이 그렇다 라는 반응과 더불어 그것을 나는 어디서 알“ .” “
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강요한다 기시감이 영구적인 것으로 선언된다 해” . . 
석을 강요하는 힘을 통해 카프카는 미적 거리감을 제거해버린다 그는 지난. 
날의 이른바 사심 없는 감상자에게 절망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또 그에게 달. 
려들어서 그의 정신적 평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곧 생사의 문제가 그의 , , 
올바른 이해에 달려 있다고 암시한다 텍스트와 독자의 관조적 관계가 근본. 
적으로 흔들린다는 점은 카프카의 전제조건들 가운데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것
이다.64)

위 인용문은 아도르노가 제시한 문자 그대로의 원칙이라는 자율성이 작  
품에 보장되었을 때 생겨나는 일종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아도

63) 미학이론 쪽 참고 Adorno, ÄT, S. 188~9. ( , 200~1 .)『 』
64) 프리즘 쪽 Adorno, AK, S. 303~4. (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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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에 따르면 카프카 작품의 독자는 영원한 기시감 을 느끼게 된다‘ ’ .65) 
카프카의 문학에서는 기시감이 영구적인 것으로 선언된다“( ) .”66)는 아도르
노의 말은 일견 역설처럼 느껴진다. 기시감은 어디선가 이 대상 혹은 현상
을 이미 본 것 같다는 느낌인데 현실 속에서라면 기시감은 금방 사라진다. 
기시감은 예컨대 기억 저편에 있던 실제 기억이 되살아나서 사라지게 되
거나 이미 본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은 그런 적이 없음 으로 결론 내려져 , ‘ ’
잊히는 등 기시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거나 없다고 보아도 무‘ ’ 
방하다 기시감의 영구화 를 통해 아도르노가 의미하는 바는 카프카의 작. ‘ ’
품이 독자로 하여금 하나의 해석으로써 안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답을 
찾아 헤매는 절망적인 노력을 촉구 한다는 것이다“ ” .67) 완전하게 해명할  
수 없는 상태를 지속시킨다는 것을 표현의 거부 로 볼 수 있다면 아도르‘ ’ , 
노의 견지에서 카프카의 문학은 독자가 절망 속에서 알기 위해 노력해야 ‘
할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현의 거부 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 ‘ ’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원칙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또 하나의 사례는 변  『

신 이다 작품의 초반에서 외판원들의 빈대 같음 을 서술하던 이 소설은 . ‘ ’』
이제 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한 마리의 벌레를 등장시킨다.68) 
문자 그대로의 원칙에 따르면 이것은 꿈도 아니고 누군가의 환상도 아니
다 사람 크기의 벌레에 의해 독자에게 드리우는 기시감은 아도르노에 따. 
르면 어린아이의 시점을 반영한다.69) 두려움에 빠진 아이의 시선을 완전 “
히 따로 떼어 고정시켜놓고 본다면 다리들은 짓밟아대고 작은 머리들은 , 
저 멀리 떨어져 있을 것”70)이기 때문이다 작품 속 한 순간에서 작품이 . 
형상화하고 있는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문장의 언어들을 문
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카프카를 실존주의적으로 . 
해석하는 혹자는 하숙인들의 악기 연주에 눈물을 흘리는 벌레의 모습을 
인간성에 대한 상징으로 독해할 것이다 그러나 아도르노는 문자 그대로의 . 

65) 프리즘 쪽 Adorno, AK, S. 303~4. ( , 293 .)『 』
66) Ibid.
67) Ibid.
68) 프리즘 쪽 Adorno, AK, S. 317. ( , 307 .)『 』
69) Ibid.
7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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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작품을 온전히 경험하려는 자는 어린아이로 변해서 수많은 것“
을 잊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카프카의 작품이 사물로서의 언어로 구현하” . 
고 있는 이미지는 각 문장을 보이는 그대로 즉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온전히 경험가능하다.

밀폐 원칙 2) 

아도르노가 보기에 카프카의 언어는 표현주의 회화와 같은 하나의 이미  
지를 형상화하며71) 그는 카프카의 문학을 표현주의적 서사문학 이라고 , ‘ ’
부르기도 한다.72) 카프카 문학에서 형상화되는 이미지는 작품 내에 견고 
하게 밀폐된 하나의 세계를 그려내는데 아도르노는 이러한 , 카프카 작품에 
전제되어야 할 또 하나의 원칙을 밀폐 원칙 이(das hermetische Prinzip)
라 부른다 밀폐 원칙이란 작품 안에 형상화된 세계가 외부와 전적으로 독. 
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밀폐 원칙을 일종. 
의 외부로부터 보호 조치의 기능“ ”73)으로 간주한다 문자 그대로의 원칙. 
이 작품의 언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면 밀폐 원칙은 작품, 
의 세계를 전적으로 자율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카프카의 작품에서. 
는 현실의 논리로 해명 불가능한 사건들이 벌어진다 앞서 사례로 등장한 . 
심판 의 주인공 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체포된 후 갖은 노력에도 재판의 K『 』
과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다 소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 
곤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작품 속 인물에게 그리고 사건들에 대한 무, 
수한 물음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작품의 흐름을 따라가는 독자에게 무엇
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사건들은 일어나고 독자는 단지 그러하다. , “ (So ist 
es).”74)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갖지 못한다 밀폐 원칙. 
은 카프카가 작품에 구현하는 세계가 마치 하나의 자기장처럼 빈틈없이 
작동한다는 점을 의미한다.75) 아도르노는 카프카 문학의 밀폐된 세계에  

71) 카프카 문학의 결정적인 여러 부분들은 마치 표현주의 그림들을 글로 옮겨놓은  “
듯이 읽히며 그림으로 그려야 했을 것 같다 프리즘, .” Adorno, AK, S. 331. ( , 『 』
쪽321 .)

72) 프리즘 쪽 Adorno, AK, S. 332. ( , 322 .)『 』
73) 프리즘 쪽 Adorno, AK, S. 315. ( , 305 .)『 』
74) 프리즘 쪽 Adorno, AK, S. 316. ( ,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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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떠한 세계도 그가 소시민적 불안을 통해 총체성으로 압축해놓는 답답한 세
계보다 더 통일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완결되어 있고 철저히 논리적. 
이며 모든 체계가 그러하듯 의미 없는 것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 . 
동일한 질서에 속한다 그의 모든 이야기들은 동일한 . 무공간의 공간

에서 진행되는데 그것의 빈틈은 완전히 채워져 있다(raumloses Raum) , .76)

아도르노는 카프카가 비동일성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빈틈없는 현실의   
체계를 작품 안으로 옮겨온 것으로 보는 듯하다 다시 말해 아도르노가 말. 
하는 무공간의 공간 이란 카프카가 작품 안에 형상화하고 있는 세계의 밀‘ ’
폐성을 가리키며 문자 그대로의 원칙이 작품 속 언어를 현실과 유리시켜 , 
독해하기를 요구하듯 밀폐 원칙 역시 작품의 자율성을 그대로 두라는 요
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카프카 작품의 밀폐된 세계 . 
안에서 현실의 시공간적 연속체는 부단히 무력화된다.77) 예컨대 심판 에 『 』
서 막대한 권력의 중심부인 재판소가 작은 판잣집에 있음을 알게 되는 순
간78) 혹은 하나의 길목에서 한 사람은 길이 하나 다른 사람은 길이 여럿, , 
이라 말하는 순간79)에 독자가 현실 속 시공간에서 통용되는 상식을 적용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원칙과 더불어 밀폐 원칙은 작품이 . 
하나의 메시지나 철학적 개념 따위로 환원되지 않기 위해 독자의 태도 역
시 철저한 자율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아도르노의 주장에 따르면 카프카의 작품은 희망 없는 노력의 촉구  “ ”80)

이다 카프카의 작품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계 혹은 희망을 찾기. , 
가 요원해 보이는 세계에 주인공과 독자를 데려다 놓고 계속해서 그들을 
막다른 길목으로 몰아가며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압박감을 조
성한다 그러나 주인공과 독자 중 그 누구도 탈출하거나 구원받지는 못하. 

75) 프리즘 쪽 Adorno, AK, S. 329. ( , 318 .)『 』
76) 프리즘 쪽 Adorno, AK, S. 319. ( , 309 .)『 』
77) 프리즘 쪽 Adorno, AK, S. 327~8. ( , 317 .)『 』
78) 프란츠 카프카 심판 김현성 역 문예출판사 쪽 , , , , 2014, 78 .『 』
79) 쪽 Ibid., 86 .
80) 프리즘 쪽 Adorno, AK, S. 316. ( ,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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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카프카 작품의 결말은 많은 경우 독자에게 개운하지 않은 기묘하고 , , 
당황스러운 느낌을 남긴다.81)

표현주의적 서사문학이라는 것은 역설적이다 그것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 
대해 이야기한다 즉 전적으로 한정되고 이로써 부자유스러우며 또한 엄밀히 . , 
말해 전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주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한 . 
주체는 자신을 사로잡는 강압적 계기들로 분해되고 자신과의 동일성을 상실
함으로써 지속적 삶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다, .82) 

인용문에서와 같이 아도르노는 카프카의 문학을 표현주의적 서사문학  ‘ ’
이라고 표현한다 사실주의적 묘사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심리나 감정 등을 . 
그려내고자 강렬한 색채나 왜곡된 선 등을 사용했던 표현주의 회화는 사
건이나 세계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사문학을 구현하는 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도르노가 이를 역설적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 
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카프카의 소설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을 말하. ‘ ’
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를 거부하는 표현주의 회화적 표, ‘ ’ 
현 방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도르노가 해석하듯 카프카의 작품. , 
은 사실 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적 언어로는 온전하게 담아낼 ‘ ’
수 없는 현상의 끔찍함을 표현주의적 이미지로 구현하는 방법을 택한 것
이다 이 표현주의적 묘사란 카프카의 수수께끼적 언어 를 가리키며 이를 . ‘ ’ , 
매체로 하여 현상의 끔찍함은 혼탁하지만 강렬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도르노가 보기에 카프카 작품에서는 끔찍한 것 자체가 아니라 끔찍한 “
것의 자명성이 충격을 준다.”83) 다시 말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 
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끔찍한 사건들이 당연한 것 혹은 현실적인 것, 
으로 되는 카프카 작품의 세계 자체가 끔찍한 것이다 빈틈없는 체계 에. ‘ ’
서 성 의 심판 의 와 같은 자들은 자신의 죄 (Das Schloß, 1917) K, K『 』 『 』

81) 변신 에서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해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된 그레고르 잠자가 얼 『 』
마 못 가 죽자 나머지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활기를 되찾고 새 출발 을 한다 심‘ ’ . 『
판 의 주인공 는 자신의 죄목을 알지 못한 채 재판소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K’』
이들에 의해 칼에 찔려 죽는다 그는 죽음의 순간 개같이 라고 외치는데 이러한 . “ !” , 
개 같은 죽음 은 비단 여기서 뿐 아니라 여러 작품에 걸쳐 나타난다‘ ’ .  

82) 프리즘 쪽 Adorno, AK, S. 332. ( , 322 .)『 』
83) 프리즘 쪽 Adorno, AK, S. 307. (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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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 아무 죄도 없음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 ) 
의를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 하기 때문에 유죄로 선고되며84) 어떤 방법으, 
로도 체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아도르노가 보기에 카프카는 작품을 통. 
해 이러한 탈주자의 편에 서 있다.85) 카프카의 문학에는 인간적 품위 대 “
신 동물과의 유사성 그의 일부 단편들은 이를 밑천으로 하고 있다 에 대― ―
한 행복한 기억”86)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카프카는 작품에서 인간을 동물, 
과 같이 묘사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동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예컨대 , . 
도구화된 인간의 삶을 작품에 형상화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모
사상을 만드는 일이라면 카프카는 인간을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닌 것 으, ‘ ’
로 사물화 하여 도구화 사물화를 종용하는 사회에 대해 사보타주하는 듯, 
하다 이러한 사보타주 역시 밀폐 원칙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 
다.
카프카의 문학은 이렇듯 끔찍함의 자명성 을 말없이 보여준다 카프카  ‘ ’ ‘ ’ . 

의 작품을 읽는 독자는 어떠한 메시지를 인식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
니라 경험하기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충격적인 이미지를 체험하게 , 
된다 인간애를 전면화하는 브레히트의 연극에서는 볼 수 없던 구원의 전. ‘
망 은 완화되지 않은 고통이 드러나는 카프카의 세계에 비로소 나타난’
다.87) 아도르노가 말하는 구원의 전망 이란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을 가 ‘ ’
지고 기대하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 희망이 없는 상황을 희망으로 해석할 . 
수밖에 없도록 감상자를 안내하는 작품은 도리어 희망 없는 현실에 대한 
기만적 제스처에 가깝다 구원의 전망 은 희망이 없는 상황 다시 말해 동. ‘ ’ , 
일화의 기제 안에서 비동일성은 예외 없이 억눌리고 배제되는 상황이 고
스란히 드러날 때 비로소 생겨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 
매체는 사실대로 그려낼 수 있음 을 확신하는 의사소통적 언어가 아니라‘ ’ , 
불가해성을 구축하는 산만한 언어 즉 수수께끼적 언어여야 할 것이다 그, . 
러한 언어로써 카프카의 작품은 자본주의나 지배 권력에 대해 직접 말하
지 않고도 그것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에 대한 규정적 부, ‘
정 으로서의 예술을 방증해준다 카프카는 작품 외부로부터 밀폐되어 있는 ’ . 

84) 프리즘 쪽 Adorno, AK, S. 341. ( , 330 .)『 』
85) 프리즘 쪽 Adorno, AK, S. 340. ( , 329 .)『 』
86) 프리즘 쪽 Adorno, AK, S. 340. ( , 329~30 .)『 』
87) 프리즘 쪽 Adorno, AK, S. 339. (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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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된 세계를 형상화함으로써 완전히 자율적인 형식을 만들었으며 이러, 
한 자율성이 도리어 외부 세계에서는 남아 있지 못할 비동일성들을 작품 
내에 간직할 수 있도록 작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앞서 논의. 
한 문자 그대로의 원칙 과 밀폐 원칙 역시 작품의 수수께끼적 면모 즉 ‘ ’ ‘ ’ , 
불가해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율성이라는 전제 조건을 공통적으로 가리키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원칙은 각각 작품의 형식 속에서 모순적으로 존. 
재하는 개별 계기들 그리고 그것들을 아우르는 일관성으로서의 형식을 암, 
시한다 요컨대 아도르노의 견지에서 예술의 본질적 특성인 표현 과 가. ‘ ’ ‘
상 이 카프카의 작품에 관한 한 문자 그대로의 원칙 과 밀폐 원칙 으로 ’ ‘ ’ ‘ ’
일컬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아도르노가 말한 구원의 전망 이란 솔기 없이 매끄럽게 비동일자들을   ‘ ’

잘라 내버리는 현실 세계에서 언어를 잃은 자들이 작품 안에서 자리를 되
찾게 되는 어떤 순간일 것이다 이러한 순간은 비동일성에 배타적인 어떠. 
한 상징이나 메시지로도 환원될 수 없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카프카의 문. , 
학은 비폭력을 통해 세계에 저항“ ”88)하며 정치에 금지된 것을 말없이, “ ‘ ’ 
주장”89)하는 하나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8) 프리즘 쪽 Adorno, AK, S. 340. ( , 329 .)『 』
89) Adorno, EN, S.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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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말

이 논문은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아도르노의 예술  
론과 참여예술 비판을 밝히고자 했다 본고는 일견 비정치적인 것으로 오. 
인되기 쉬운 자율적 예술이 도리어 어떤 정치적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아도르노의 입장을 해명하고 그러한 견지에서 비판되는 , 
참여예술론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지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 
논문을 요약해보기로 하자 아도르노는 먼저 동일성의 사고를 핵심 기제  . 

로 삼는 계몽과 합리성이 인류의 안정된 삶과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비동일성에 대해 가지게 되는 배타성에 주목한다 그가 말하는 비동일성에. 
는 기본적으로 외적 자연을 비롯하여 인간 자신의 내적 자연 역시도 포함
되는데 이러한 비동일성에 대한 통제와 배제는 사회 속에서 점점 더 확대, 
되어 파시즘이나 쇼아와 같은 반인륜적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계몽의 . 『
변증법 에서 아도르노가 비판하는 것은 당시 사회 현상뿐 아니라 이를 초』
래한 계몽과 합리성 나아가 계몽과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주체 중심적 , 
관념론이다 아도르노의 예술론은 이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과 관념론적 . 
전통에 대하여 예술작품이 일종의 저항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때 예술은 비사회적인 것이 되기를 자처함으로써 즉 , ,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예술은 자율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본질을 띠게 된다 사회에 대한   . ① 
규정적 부정 예술은 사회를 부정적인 기준으로 삼아 그로부터 계속해서 ‘ ’: 
벗어나고자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비사회적이면서도 사회적이다 표현. ② 
이자 가상 하나의 작품으로 성립되기 위해 일관성을 띠면서도 내적 요소: 
들의 모순을 허용한다 절대적 상품 사용가치가 없이 교환되는 상품으. : ③ 
로서 사물에서 잊힌 사용가치를 대변한다 이 같은 본질들은 사회적인 인. 
공물이면서도 비사회적이기를 지향하는 자율성의 난관을 포함하는데 이는 , 
해결되어야 할 예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이 사회로부터 자신의 존재 기
반을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같은 아도르노의 자율적 예술론에 따르면 예술작품으로써 정치적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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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드러내는 사르트르 브레히트와 같은 참여예술론자들은 비판의 대상, 
이다 특히 사르트르의 참여예술론은 실존주의적 사유에 따라 작가 역시도 .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바탕
으로 작가의 결의를 투명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산문을 통해 참여가 이, ‘ ’ 
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사르트르의 참여예술론은 다음의 이유. 
들로 인해 아도르노에 의해 비판된다 자신과 타자의 자유 를 위한 것. ‘ ’① 
이라는 참여는 작품에 주입된 작가의 결의에 내재하는 자기 확신으로 인
해 도리어 부자유 가 된다 산문의 참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배제되‘ ’ . ② 
는 시와 문학의 형식적 측면은 아도르노의 견지에서 예술의 본질을 구성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자율적 예술론과 참여예술 비판을 예술작품의 사례  

들과 함께 검토했다 아도르노에게 비판되는 문화산업과 참여예술의 예시. 
로서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 와 브레히트의 서사극이 언급된다 아도르< > . 
노에 따르면 위대한 독재자 의 경우 파시즘이라는 현실의 공포가 슬랩, < >
스틱 코미디라는 형식을 통해 단순한 재미의 도구로 전락하였으며 브레히, 
트의 서사극은 그 형식적 기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교
훈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리어 정치적 가능성을 잃게 된다 반면 아도르노. 
가 자율적 예술작품으로서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카프카의 문학은 현실 사
회의 어떤 현상이나 문제도 직접적으로 모사하거나 말하지 않으면서도 이, 
를 작품의 밀폐적 세계 안에서 규정적으로 부정 한다‘ ’ .  
아도르노의 참여예술 비판과 자율적 예술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그  

가 사회의 부정성이 가져온 고통과 이에 대한 구원의 전망 이 예술작품 ‘ ’
안에서 부정적으로나마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는 점일 것이다 실. 
로 비인간적 이라 일컬을 만한 사태는 현재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 ’
으며 대상을 유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주목할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 , 
것 등으로 나누어 나머지 를 누락시키는 양상으로 보자면 오히려 과거보‘ ’
다 현재가 더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 
한 상황에서 희망은 없다 고 논의를 종결시키거나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 ’ ‘ ’
고 공허한 기대를 가지는 것 모두 아도르노의 입장으로 보자면 현상을 수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오직 내재적 형식으로써 자율. 
적인 존재로 되는 예술작품 안에서 잔여 즉 체계로부터 소외된 것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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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며 이것이 아도르노가 예술에 기대하고 있는 비, ‘
정치성의 정치성 이 의미하는 바일 것이다’ .
쇼아 이후에 등장한 참여예술과 자율적 예술의 양상을 아도르노의 이론  

을 통해 살펴보는 본고의 작업은 단지 과거의 사례에 대한 반추가 아니라, 
쇼아와 같은 비극적 사태에 대한 반응으로서 등장하는 예술작품 일반에 
대한 논의에 있어 일종의 성긴 기준점을 마련하는 일이다 더하여 아도르. 
노적 기준점인 자율성은 언제나 지금 여기의 사회를 부정적인 기준으로 
삼아 그로부터 다른 것이 되고자 하는 작품의 경향이므로 자율성에 대한 , 
논의는 때마다의 현재성에 비추어 계속해서 다루어질 가치가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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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orno’s 

Negative Engagement Theory

: focusing on Art 

before and after Auschwitz

SIM, On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orno is well known for the saying that "To write poetry after 

Auschwitz is barbaric." Contrary to common misconception, however, 

he does not condemn art in general after tragic events. Rather, in 

Adorno's aesthetics, art is treated as the only breakthrough to the 

inhumanity encountered by contemporary society. Then, what art is 

Adorno criticizing and, on the contrary, what art does he promote?

  Adorno's theory of art emphasizes the autonomy of art enough to be 

referred to as “autonomous art theory”. According to him, each 

artwork has 'identity with itself' tha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objects 

in society through its own inner form. This distinction is w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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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y of art means, and it is only through autonomy that a work 

of art can enable a “painful experience” that science or ethics cannot 

provide. For Adorno, ‘pain’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non-identities 

deviating from the identity required of all individuals are excluded or 

repressed due to such differences, such as Shoah(Holocaust).

  The autonomous art that Adorno refers to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constellations of key concepts such as 'determinate negation', 

'semblance', 'expression', and 'absolute commodity'. According to him, an 

autonomous work of art is formed as a kind of unity through its inner 

form, even though it cannot be called by the name of any other 

object('semblance'), and at the same time contains contradictory or 

fragmentary elements within itself('expression'). At this time, by naturally 

asserting that the work is useless for anything, it is possible to question 

the commodity fetishism through a helpless existence('absolute product'). 

Since art always seeks to become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society 

at the time, it takes a position of “determinate negation” toward such a 

society.

  Adorno's criticism of engagement is also based on the autonomy of 

art. In particular, Sartre, who is a major target of criticism in 

Engagement (1965), argues that the artist should also reveal his 「 」

position on the negative situation of the times through art, but in 

Adorno's view, his engagement theory undermines the autonomy of art. 

On the basis of the engagement theory that conveys the artist's 

determination to the reader through the work, the ‘form’ and 

‘self-identity’, which Adorno assumes as the essence of the work of art, 

are degraded or blurred. According to Adorno, a work of art can bring 

some social and political effect, but this is only an incidental 

expecta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 work does not try to incite 

something by itself. If a work of art becomes a medium for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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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rting something, it is no longer autonomou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k and the proclamation becomes ambiguous.

  According to Adorno's theory, this paper discusses Chaplin's film and 

Brecht's play as examples of cultural industry and engagement, while 

Kafka's novels as examples of autonomous art. In the case of Chaplin 

and Brecht, not only the artist's intention through the work, such as 

‘Awareness of the Reality of the Audience’, is not achieved because of 

that intention, and the work remains insufficient in the essential aspect 

of the art of form. In the case of Kafka, on the other hand, the work 

is not explained or understood by any logical causality, and Adorno 

sets two principles in Kafka's work: the 'literal principle' and the 

'hermetic principle'. In short, the two principles refer to the autonomy 

of works of art, and Adorno argues that only through this can the 

incomprehensibleness of Kafka's work be able to exist as an 'expression 

of pain' without being reduced to mere proverb or message.

  By adhering to the autonomy of art to distance from society and 

criticizing engagement to intervene in society as art, Adorno 

paradoxically shows the social and political possibilities of autonomous 

works of art. Through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that examines his 

theory of autonomous art and criticism of engagement together with 

examples of works, Adorno's aesthetics are presented as a significant 

indicator of autonomous and participatory art that continues to this 

day.

keywords : Theodor W. Adorno, Non-identity, the Autonomy of Art, 

           Engagement, Sartre’s Engagement Theory, Auschwitz 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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